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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
원활히 돌아가게 해주는 엔진오일

CEO COLUMN

Mercedes-Benz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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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itris Psillakis
CEO,
Mercedes-Benz Korea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
던 The New CLS를 론칭했습니다. 14년 전 처음 등장한

CLS는 세계 최초 4도어 쿠페로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에
획을 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CLS의 매력과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CLS는 론칭 이후 판매된 약 37만

5,000대 중 1만4,000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지
난해에는 약 2,300대가 국내 고객에게 인도되면서 글로
벌 시장에서 CLS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세
대 CLS인 The New CLS는 더욱 스타일리시해진 디자인
과 5개의 좌석을 갖춘 가족을 위한 4도어 쿠페로 세단과
SUV와는 차별화된 감성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모델을 꾸준히 선보이

기

록적인 폭염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여름이었

는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 분들에게 새 차를 전달하는 과

습니다. 부디 고객 여러분께서는 건강과 일상

정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

생활에 지장 없이 무탈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메르세데스-벤츠 차의 주문부터 인도, 차량 관리를

이제 하늘이 높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수

디지털화해 스마트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여름내 못다 한 야외 활동을 만끽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세계 최초의 디지털

하시길 바랍니다.

쇼룸은 최신 기술과 고도의 전략을 바탕으로 완벽한 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메르세데스-벤

지털 주문 과정을 구현함으로써 21세기 자동차 시장을

츠 코리아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모델로 The New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산 해운대, 용인 수지, 부천,

GLC 350 e 4MATIC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

이태원, 마포에도 디지털 쇼룸을 열었으며, 앞으로도 전

다.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EQ 브랜드 앰버서더

국 각지의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 보다 가까이에서 빠

인 배우 이승기 씨가 직접 나서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르게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EQ 모델을 소개하며 메르세데스-벤츠를 보다 젊고 능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적인 감각의 자동차 브랜드로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

늘 메르세데스-벤츠를 애정으로 지켜봐주셔서 감

습니다. 국내 첫 미드 사이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사드립니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분들과 늘 함

인 The New GLC 350 e 4MATIC에 많은 고객 분들의

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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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The road to happiness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도로
이탈리아의 아말피 연안은 고전적인 명소다. 그러나 나폴리 인근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이 해안도로는 아스팔트가 좁은 도로
사이는 물론이고 튀어나온 바위 아래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해 마치 모험을 떠나는 감성을 준다. 높은 절벽과
대조적으로 살레르노만의 푸른 바다를 품은 해안 절경이 까마득히
펼쳐진다. 근방의 연안 마을은 모두 방문해볼 가치가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레몬 리큐어인 리몬첼로 같은 기념품도 챙겨보자.
바다를 끼고 달리고 싶다면 서쪽에서 동쪽 코스를 추천한다.

PHOTO SHUTTERSTOCK ILLUSTRATION JINDRICH NOVOTNY

여정: 소렌토에서 라벨로까지
거리: 163번 일반 도로(SS163) 동쪽 38킬로미터
여행 시간: 최소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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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살레르노:
바다에 뛰어들고 싶나요?

1 스낵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소렌토의 ‘젤라테리아
다비드(Gelateria David)’.
토마토바질 아이스크림을
꼭 맛보세요.
gelateriadavidsorrent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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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점

3 태양

4 술 한잔

5 숙박

항상 사람들로 붐비지만
더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포지타노(Positano). 여름에
최적화된 이곳 사람들의
패션에 절로 눈길이 가요.
여행객이라면 파시테아 거리의
멋진 부티크를 놓치지 마세요.

로맨티스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장소. 해안가를
통틀어 최고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단연
프라이아노(Praiano)예요.
comune.praiano.sa.it

피자와 맛있는 리몬첼로가
생각난다면? 아말피 성당
바로 뒤에 있는 트라토리아
다 마리아(Trattoria da
Maria)로 가세요.
amalfitrattoria
damaria.com

절벽에 자리한 마모라타
(Marmorata)는 해수 월풀
욕조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딸린 꿈에 그리던
호텔이에요. 더블룸은
170유로부터.
marmorat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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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했는데 그러한 바람이 작업에 큰 동기 부여가 됐습
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방대한 정보가 숨어 있
어요. 꽃, 나무, 건물 등 이러한 사물 뒷면의 이야기
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순 로고에서부터 거대한

앱 개발자 암바리시 미트라
(Ambarish Mitra), 39세, 인도 출생
블리파 앱에 관심이 있다면:
mbmag.me/blippar-ios
mbmag.me/blippar-android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각각의 사물을 구
성하는 세부 요소와 분자가 빼곡히 들어 있어서 또
다른 다양한 토픽을 도출해내거든요. 즉, 각 사물의
뒷면은 네버엔딩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출신, 종교,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이 언제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해 왔
습니다.
전형적인 네버엔딩 스토리 중 하나를 들려주신다면?

음, 생수병을 예로 들어보죠. 원산지 정보가 있을
텐데 스위스라고 가정합시다. 스위스는 로저 페더
러 같은 특정 유명인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이 유명 테니스 스타는 US오픈 챔피언십을 떠
올리게 하죠. 이 경기를 통해 우리는 미국을 연상하
게 됩니다. 미국은 또한 수천 개 이상의 다른 토픽
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처럼 모든 사물은 또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화성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것이죠.

MERCEDES

이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새로
미트라 씨, 당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 ‘블리파

운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

(Blippar)’는 새로운 위키피디아로 업계에서 찬사를

한 정보 포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서 지식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적인 지식 공유 방식이 교

그래프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독자적으로 계속 업

육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당

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개발한 앱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당신이 개발한 앱이 도시 내 모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매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관심 있는 일

미치리라 생각하시나요?

상 속의 무엇이든 스캔하면 블리파가 그것에 대한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포스터의 인기

도시를 대상으로 핀포인트의 정확도를 가진 정보

배우일 수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 본 꽃일 수도 있

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습니다. 혹은 생수병이나 자동차 같은 제품도 가능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고, 미래의 차량은 위치 정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앱은 제가 평소 상상하던 비

만을 제공하는 GPS 신호 이외에도 무엇이 눈앞에

전을 구현하던 중에 개발한 겁니다.

다가오는지 정확히 인지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 식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 공원, 버스 시간표 등에 대해 언제라도 많은 양

항상 주변의 일상적인 것에서 그 이상을 보기를 원

의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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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게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을 경험하는 방법
PC에서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을 만나보세요.
오프라인 매거진을 보는 것처럼 책장을
넘기고, 관심이 있는 페이지는 친구와
공유해서 함께 보세요.

magazine.mercedes-benz.
co.kr/me_201803

PHOTOS DAIMLER AG (2), MADS PERCH, KARL HUBER FOTODESIGN, PERROCALIENTE, PR (2)

암바리시 미트라(Ambarish Mitra)는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

Off to Sweden!

Enjoy
in style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들:
매력적인 소품과 멋진 도구.

So comfortable
체어, 889유로부터
1950년대 스타일의 섬세하고 유연한

2017 IAA와
연계하여 진행한
프리미어 행사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2라운드도 막 개최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디지털
트렌드 박람회가 9월 4~6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와의 두 번째 작업이기도
하다. 온라인 사이트 ‘me Convention’에
흥미로운 대담과 강연회 및 발표 자료가
가득하니 찾아보고 방문하시길.
i me-convention.com

곡선 형태를 반영한 롤프 벤츠
(Rolf Benz) 655. 매혹적이면서도
고상한 멋이 느껴진다.
rolf-benz.com

So crystal-clear
스톰글라스, 55유로
비가 오거나 해가 뜨거나
크리스털 유리는 36시간
예보가 가능하다. 찰스
다윈의 전통적 방식을
구현한 독특한 기압계.
super-store.de

So elevat
elevating
249유로
꽃병, 24

So beautiful
휴대폰 케이스,

자기장으
자기장으로
장 로 인해 무중력
상태인 것처
것처럼 공중에 떠
있다. ‘라이프 플랜터(Lyfe
Planter)’가 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모
모든 면이
햇빛을 반사
반사해 반짝인다.
반
진정한 아이
아이캐처!
flyte.se

39유로부터
최상의 원목에 디지털 프린트를
를
한 스마트폰 케이스. 밀라노에
자리한 스타트업의 멋진
작품이다(자세한 내용은 66쪽
참조).
woodd.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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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라이프스타일,
Mercedes-Benz Sprinter와
함께하세요.
Mercedes-Benz Sprinter는 다임러 그룹의 한국 법인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공식 수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내 바디빌더(bodybuilder)에
공급합니다. 바디빌더의 전문적인 특장 프로세스를 거친 Mercedes-Benz
Sprinter는 고급 리무진 밴부터 캠핑카까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남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국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1566-7666 또는 080-001-1886
(통화음 연결 후 2번 상용 선택)
mercedesbenzvanskorea@daimler.com
Mercedes-Benz Vans Korea

Imagine

글: 루디거 바르트(RUDIGER BARTH)
사진: 라몬 하인들(RAMON HAINDL)

12

미래 들여다보기:
우리의 자동차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CASE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Visit to the
future workshop
그룹 내 엄선된 팀과 커다란 포부: CASE 팀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 자동차 전략을 이끌고 있다. 총괄자인 빌코 스타크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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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CASE를 방문해
빌코 스타크의 ‘혁신적 퍼즐’과 ‘우수성, 정확성,
성공을 향한 독일의 강한 집념’에 대해 듣다.

모

두가 지나가는 길목에 크리

미래의 메르세데스-벤츠는 든든한

에선 메르세데스-벤츠의 별모양이 회전

스마스트리가 놓여 있다. 커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대

하는 공장 건물들이 내려다보인다. 이 곳

피머신 바로 맞은편 ‘아레

시보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에서는 2020년대에는 상용화될 중요한

나’가 보이는 곳이다. 트리

제공되며 차 내부는 그야말로 ‘거실’이 될

사안들을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의 나뭇잎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것이다. CASE 총괄자는 “미래의 고객은

45세의 빌코 스타크는 2012년부터

CASE 팀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다임러와 함께 일해 왔다. 그는 매니지먼

총괄자인 빌코 스타크는 이렇게 말했다.

“그저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이

트 팀과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

“크리스마스에 맞춰 우리의 첫 EVA 2가

동 솔루션을 얻게 될 테니까요.” 미래의

며, 요헨 헤르만, 올리버 비에, 수잔 한,

준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자동차는 전에 없이 유연하며 그 비전은

스테판 아브라함, 요르그 하이네만, 크리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스토프 스타진스키 등의 이름을 언급한

CASE는 미래형
이동 수단의 트렌드를
상징하는 약어다.

C
Connectivity
커넥티비티:
차량들 사이의 네트워킹

A
Autonomous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뜻한 건 아니었다. 그보다 시간이 더 오

다. 스타크는 다임러 전반에 걸쳐 자동차

S

래 걸릴지도 모른다. 메르세데스-벤츠

개발·세일즈·생산 관련 전문가들과 일하
고 있다. CASE 팀의 수많은 ‘새로운 사

Shared & Services
공유 및 서비스:

어 지속적으로 전기구동의 이점을 활용

안전한 공간
500여 명의 CASE 직원들은 여러 장소
에 분산되어 있다. ‘EVA 2 프로젝트’ 부

한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발자들에게

서는 진델핑겐에 위치한다. 그곳에는 토

의견 불일치나 이견은? 직위에 상관

EVA 2는 목표이자 약속이다. 그리고 에

마스 엘바 에디슨 등 발명가의 이름을 딴

없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환영받는다.

Electricity
전기구동:

너지를 발산하는 마법의 단어다. 스타크

브레인스토밍 워크스테이션이 있다. ‘아

스타크는 누구든 편하게 말하도록 항상

전기구동의 확대

가 그렇게 말한 직후 직원 중 한 명이 크

레나’에서는 80~90여 명의 동료들이 함

경청하고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사

리스마스트리를 사무실로 가져다 놨다.

께 모여 미래의 배터리에 필요한 논의를

람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한다.

에서 EVA 2는 배터리 중심으로 설계되

고’를 하는 동료도 포함해서 말이다.

빌코 스타크는 다임러 AG의 전략 부

진행한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청은

문을 이끄는 동시에 CASE(4가지 형태별

정확히 알고 있어요”라고 스타크는 말한

그가 내리는 오더와도 같다.

미래 자동차 전략을 뜻하는 약어) 팀을

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엄

총괄하고 있다. 디터 제체 다임러 그룹 회

청난 도전입니다.”

장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대의

직원들은 모두 서로 이름으로 부르
며 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모두가 각

문이 빠르게 휙 열린다. 이 문은 열려

자의 발언권을 갖는다. 그리고 종종 프레

도래’에 대해 언급했다. 전기구동은 빠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렌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이 울려 퍼진다. 이들이 ‘실물 모형(mock

먼 미래까지 도달할 ‘해야 할 일’의

는 네트워킹만큼이나 급속도로 성장하
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수평선 너머로

up)’라 부르는 목재 모형은 닫힌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미래 EVA 2 설계에서 배

이어진다. 그래도 빌코 스타크는 ‘꿈의 직

곧 떠오르는데 이는 스타크에게 ‘가장 큰

터리는 차체 하부에 있기 때문에 좌석 위

업’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회적 격변’이다. 전기차, 월박스, 충전

치가 오늘날의 자동차보다 더 높다. 그렇

동기 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

인프라, 충전 서비스, 가정용 에너지 충전

다면 이런 변화는 자동차의 지붕과 머리

여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

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새로운 에

사이의 공간 그리고 가시성에는 어떤 의

는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코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해야 하고, 몇 년

미가 될까? 12명의 동료가 이를 논의하면

말하는 사람들이죠.” 2019년 메르세데

안에 사람들은 스타크가 말하는 ‘직관적

서 테스트하고 형태를 가늠해 보고 있다.

스-벤츠의 첫 전기차가 시중에 등장하는

인 운전 경험’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걸음 더 나아가 9층 ‘크레센트’ 룸

14

첼, 바나나, 도넛, 커피 등을 제공한다.
긴 목록을 따라서 집중하는 나날이 계속

시기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자동차 서비스

E

CASE 매니저 빌코
스타크와 그의 팀이 미래의
자동차 초안인 ‘실물
모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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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완

최고 인재들을 선발했다. 팀원들은 미래

도 가본 적 없는’ 영역에 팀과 함께 가야

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100억 유로의

한다. 그는 수많은 규율을 중재하는 교

메르세데스-벤츠는 2022년까지 포트폴

막대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스타크

관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인재 유출과 도

리오 전체를 전기구동화할 예정이며 모

는 디터 제체 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최

용에 대항해야 하고, 예산을 얻어내며 관

든 분야에서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할 것

단 의사 결정 경로와 높은 유연성이 바로

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

이다. 역사적인 위업이라 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발 빠른

에게는 종종 생소한 이러한 주제를 설명

거인의 탄생이다.

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직관

스타크의 팀은 엄선되었다. 2016년

10월 CASE 팀이 출범할 때 전문 분야의

스타크는 개척자가 되어 ‘어느 누구

OVERALL CONCEPT DAIMLER AG, FUTURE TRENDS & INSIGHTS (RD/RIF) REALISATION XOIO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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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빌리티는 아주 자연스럽게

2036년 슈투트가르트의
올케크 풍경. 다임러 그룹
리서치가 보여주는
미래 비전에는 자율자동차와
케이블카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왼쪽: 토마스 엘바 에디슨
등 발명가의 이름을 딴
브레인스토밍 워크스테이션.
중앙: CASE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떠오른
아이디어는 컬러풀한
포스트잇에 메모한다.
오른쪽: 분주한 프로젝트
영역 속의 휴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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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린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로 새롭고 강력한 센서 세트

난관이 세부적인 사항이다. 입법 관계자
련된 주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의 문
화적 차이도 크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

가 논의되고 있다. 누군가는 “어떻게 설
계할 수 있을까요?”를 묻고, 누군가는

‘EVA 2’ 프로젝트의
중심부에는 플라스틱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다.
이 트리는 CASE 직원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이뤄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날마다
상기시킨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를 묻는다. 클래
식카의 개발 기법도 논의된다. 스타크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mbmag.me/case-stanford를
살펴볼 것.

“무엇이 가능한지 빠르게 느껴보도록 합
시다”라고 말한다. “저는 최대한도의 패

려야 하죠.” 스타크가 이 일에 대해 말한

키지를 원해요.” 그러고는 “가능한 한 직

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기대하지 못

관적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고객들

한 단어인 ‘직관’이라는 말

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을 자주 사용한다. 모든 주

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

제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나

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뿐이죠”라고 덧붙인다.

을까? 이 일의 복잡성에 비

모든 계획은 고객의 관

춰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

점에서 이뤄진다. 이것이

“올바른 직관을 갖고 적재

디지털 시대의 정신이다.

적소의 질문을 던져야 해

고객의 불만 사항은 무엇

요. 궁극적으로 이 일에는

인가? 미래의 자동차가 고

직관과 최상의 관리가 필

장 났을 경우 견인 트럭에

요하죠.” 우리는 목표를 향

싣기 위해 비상용 스티어링

해 나아가고 있는가? 만일

휠이 필요한가? “건설적인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무엇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떤

인가? 스타크는 목표를 결

결과가 초래될까요?”라는

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질문이 던져진다. 스타크는

개척자들에겐 완고함과 고

“이는 개념에 관련된 결정

집도 필요하다.

사항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미 CASE가 출범하기 수

전체적인 개요를 유지
한 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복잡성을 줄

을 확실한 경쟁 우위로 봅니다.”

년 전부터 있어온 질문들이고 곧 해결책

여나갈 필요가 있다. CASE 생산 부문의

을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수장인 아브라함은 ‘주제가 복합적 다층

CASE 팀은 정해진 미팅을 진행하며
특정 주제에 관해 10~15분간 이야기한

구조를 띤다면 기술적·경제적·법적 관점

다. 예를 들어 동료가 그룹 자회사의 앱

로 부딪힌다. “이렇게 격한 논의를 할 필

에서 접근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극

을 소개할 수 있다. 세련되고 심플하며

요는 없어요”라고 동료 중 한 명이 중재

나중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이들은 서

히 세부적인 사항에 빠져들어요. 예를 들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앱이다. “그

를 위해 외치자 룸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

어 ‘해발 1만 미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앱을 어떻게 다루세요?” CASE는 어느

진다. 스타크는 “진짜 재밌어요, 그렇지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누구든 가능한 한 빠르게 배우길 원한다.

않나요?”라며 활짝 웃는다.

죠.” 하지만 종종 더 중요한 것은⋯ 그저

다임러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

주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스탠퍼드 대

보쉬(Bosch)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

학 교수들이 이곳을 방문해 스타크가 해

다. 스타크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퍼즐’과 ‘우수성,

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정확성, 성공을 향한 독일의 강한 집념’에

다. “장벽 없이, 때로는 거칠게 먼 곳까지

루디거 바르트는

관해 들었다.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 현실적인 가능성에

CASE 팀과 이틀을 함께했다.

는 팀에 커다란 부담이 되나? ‘아니오’라

집중하죠. 이건 매일 균형을 맞추는 행동

고 스타크는 단언한다. “저는 이러한 점

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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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엔지니어로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PHOTO DIRK BRUNIECKI

들은 현재 데이터 관리나 자율주행에 관

미래의 개척자?
마티아스 클렘의 아이디어가
첫 심사 테스트를 통과했다.

Lab1886을 이끌고 있으며
CASE 관리 팀의 일원인

함께 전염되는 창의 정신:
아이디어 개발은 반복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내는 일이다.

수잔 한.

100 million clicks?
Lab1886은 다임러 AG의 혁신적인 머신이다.
지난 5월, 15개 팀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냈다.

마

티아 스 클렘(Ma t thias

방대원들이 소방차를 정비하던 홀을 이

Lab1886

(myKey), 홀로드롬(HoloDrome), 스웜

Klehm)이 티셔츠에 운동화

제 Lab1886이 사용하고 있다. 수잔 한

이 혁신 부서는 2007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에 ‘Lab1886’으로
재정비되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장 이상적으로
계발해 마켓에 구현하는
이 부서의 이름은
고틀립 다임러와 칼 벤츠의
개척 정신에서 따왔다.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베이징,
애틀랜타를 포함해 총 1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투자의 좋은 예: 전기모터로
하늘을 나는 자율비행 택시,
볼로콥터(뒤쪽 기사 참조).

트럭(Swarm Trucks) 등 다채롭다. “만

를 신고 무대 위에 서 있다.

(Susanne Hahn)이 이 비즈니스 인큐베

마치 팝 음악 콘서트장처럼

이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가죽 재킷에

그의 얼굴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청바지 차림인 그녀는 “우린 그룹 내의

뒤쪽으로 심사위원단이 보인다. 어시스

인큐베이터인 셈이에요”라고 말한다. “새

턴트가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TEXT JOHANNES SCHWEIKLE

“우리에겐 1억 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롭고 포괄적인 모빌리티 시대에 다임러
가 최고를 유지하길 원하죠.”

일 일반 회사에서 내 길을 개척하고 있었
다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을 거
예요.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느렸을 테
니까요.” 베를린에서 온 팀 리세벡(Tim

Riesebeck)의 한 멤버가 한 말이다.
수잔 한 역시 빠른 속도를 좋아한

줄일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클렘이 말한

수잔의 팀은 ‘1억 챌린지(100 Million

다. 진델핑겐에서 다임러 디자인 파트에
서 일하는 이 38세 남성은 쇼케이스 중

Challenge)’를 타이틀로 경연 대회를 열
었다. 13만5,000명에 달하는 그룹 내 모

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랫동

든 직원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경연을

안 e-바이크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통해 이 마법의 숫자에 도달할 가능성이

지역마다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중 리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예를 들어 1억

데, 이는 수많은 제안에서도 명백하게 드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탄다면 건강과 환경

명의 고객, 1억의 인터넷 클릭 수, 1억 그

러나요”라고 말한다.

을 모두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때

램의 이산화탄소 절감 등이 그것이다.

다. “몇 개월 내에 우린 좋은 아이디어
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바꾸길 원해요.”

Lab1886의 개발자들은 전 세계의 영리
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있다. 수잔은 “각

마티아스 클렘은 머지않아 곧 일에

어시스턴트가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음

몇 주 만에 930개의 아이디어가 플

을 보내고 관중은 이내 박수를 치고 심사

랫폼에 제출되었으며 4 개월이 지속된

사로잡아 우승을 차지했고 그의 1억 계

위원은 심사숙고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현재 시점까지 15개 팀이 자신의 계획

획은 조만간 ‘샤크탱크(Shark Tank)’로

끄덕인다.

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슈투

옮겨갈 것이다. 다임러의 엄선된 전문가

착수할 듯싶다. 그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이 무대가 벌어진 곳은 슈투트가르

트가르트,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터

Lab1886 on the web:

트 공항의 ‘Hangar 9’ 격납고다. 공항 소

키 등지에서 왔고, 프로젝트명은 마이키

lab1886.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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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이뤄진 샤크탱크에서는 곧바로 사
업을 시작할 수 있다.

루이스 해밀턴.
4차례 F1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완벽한 드라이버?
그는 절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덧붙인다.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나요?”

“Is there
such a
thing as
perfect?”
THE INTERVIEW

20

바르셀로나, 2018년 3월:
그간의 왕좌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모터스포츠팀
소속 드라이버는 여전히
승리에 목말라 있다.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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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RIES

포뮬러 원 - 메르세데스–벤츠 하이퍼포먼스 퓨처랩

루이스, 지난해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뒤 팬들이 당신을 헹
가래 하며 축하해주던데 기분이 어땠나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나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뻤습니

진정한 팀워크: 해밀턴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한다.

다.(웃음)
포뮬러 원 세계 챔피언 자리에 네 번째 올랐으니 이제는 명실상부 최고 드라이버
가 되었군요.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은 어떤 면에서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
했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무하마드 알리나 최근의 로저 페더러를
보세요. 저보다는 그들 같은 운동선수가 훨씬 더 완벽에 가깝다고 봅니다. 무언
가를 ‘완벽하게’ 해낸 이후에는 그 완벽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그 ‘완벽하게’라는 것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움직
이는 목표물과 같으니까요.
완벽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사실 우리 모두 ‘완벽’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봐요. 그냥 그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 뿐이죠. 완벽함이란 나이가 들면서, 혹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
장하면서, 혹은 그 훨씬 뒤 노쇠해졌을 때의 의미가 모두 다른 것 같아요. 그리
고 어쩌면 완벽함이라는 게 단지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즌이 시작되면 완벽을 위한 도전 의식이 생기나요?

루이스의 스티어링휠은
차량 내 다양한 주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다.

저는 새로운 레이싱카를 볼 때가 가장 신나는 시간이에요. 1월에
브래클리 공장에 가면 온갖 아이디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둥
둥 떠다니고 부품은 여기저기 온갖 부서에서 계속 도착하죠.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 팀이 그 정신없는 퍼즐 조각
을 맞춰 가는 걸 보고 있으면 ‘경이롭다’라는 감탄만 나옵니다. 정
말로 빠진 조각 하나 없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져요. ‘도대체 저

공기저항 축소 시스템(DRS)
추월 운행 시 후방
스포일러를 개방함.
디스플레이(Display)
기어 상태, 랩타임, 냉각수
및 연료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함.

걸 어떻게 한 거야?’라고 혼잣말로 항상 물어볼 정도죠.
새 차에 오를 때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치 암호를 푸는 기분이에요. 차마다 각기 다른 해법이 존재하거
든요. 수학에는 젬병인 저이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스스로 풀어내
야 하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나요?

마크(Mark)
차량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데이터 북마크
기능을 제공함.
섬휠(Thumb Wheel)
차동기어 장치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제함.

실수를 할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경우
차보다 타이어가 먼저 멈춰 잠겨버리는 락업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면 차량 충돌 사고로

스트라트(Strat)
기존에 설정된 엔진 성능 맵을
조정함.

이어질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실수든 대가가 정말 커요. 그래서 모
든 일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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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슈테판 드라프(STEPHAN DRAF)
사진: 파울 립케(PAUL RIPKE)

기록을 깨는 희열 때문에 레이싱을 계속하는 건가요?

아뇨.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요?

네. 제가 레이싱을 계속하는 건 기록을 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설적 레이서인
아일톤 세나가 어릴 적부터 우상이라 항상 F1 드라이버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
고 다음은 F1 세계 챔피언십이 되는 거였어요. 세계 챔피언이 된 지금 위치에서
는 내가 어디까지 더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레이
싱에 임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이버로 기록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나요?

전혀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니니까요.
특별히 이겨보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이기고 싶어요. 어떤 것으로 경쟁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농구
경기에서도 친한 친구를 이기길 바라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이겨야지만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경기가 아닌 시험 주행에 나
가는 걸 싫어하죠. 새 장난감을 갖게 되면 먼저 조립부터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
요.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지 만드는 것에는 관심
상부 LED 패널
(Upper LED panel)
엔진 회전 속도를 표시함.

이 없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때 완벽한 랩타임을 통과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
했는데요. 당신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나

측면 LED 패널(Side LED
panel) 경기 집행을 총괄하는

바로 앞에서 달리는 유령 차를 추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월

레이스 컨트롤 팀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드라이버에게 차량
멈춤 지시를 전달함.

시계를 쫓아가다 보면 정말 유령 차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모든

피트 컨펌(Pit Conﬁrm)
드라이버가 피트 멈춤 지시를
확인함.
레이스 스타트(RS) 엔진과
트랜스미션 세팅을 점검함.
톡(Talk)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함.
브레이크 균형 장치(BBAL)
브레이크의 좌우 균형을
조정함.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따라잡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싱글랩을 완벽한 타임에 끊는 완벽한 유령과의 대결에서 적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유령 차는 실제
레이스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피해 갑니다. 피트인 정비 구역
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가 앞질러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경
기 중 코너를 돌 때 0.5초가 늦어지면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단지
0.5초를 회복하려고 10랩 혹은 15랩을 달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하기 때문이죠. 물론 0.5초를 놓친 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융자금을 갚거나 집세를 내고 세금
을 낼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선수 초창기 때 선배들이 조언을 해준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요. 레이싱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웃음)

실제로 다른 드라이버들과 레이싱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친의 특훈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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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형 경주용 카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누
가 가장 빠른 아이인지, 즉 챔피언이 누구인지 찾아내셨어요. 그러고는 경기 트
랙의 코너에 서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밟는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2미터 멀리에 제 브레이킹 포인트를 설정하셨죠. “너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
도록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지
다각화된 관심 분야: 최근
해밀턴은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 부쩍 관심을 보인다.

만 매번 경로에서 이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레이트 브
레이킹 선수’로 유명해졌죠.
부친은 물론이고 당신 역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가요? 실

수를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괜찮다고 여기는지 궁금하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은 형편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 걱정 없이
레이스를 하는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력을 갖게 되었죠. 어차피 그 아이
들은 성적이 나빠도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아버지와 저는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최고의 결과를 내야만 했으니까요. 우리 해밀턴가는 어떤 실수
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당신을 더 훌륭한 드라이버로 만들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메르세데스 역사상 가장
빠른 포뮬러 원 레이싱카
모델인 F1 W09 EQ Power+.

돌이켜볼 때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견디게 한 힘은 무
엇인가요?

매일 전쟁이었어요. 무언가와 싸움을 해야만 할 때 사람은 강해
해밀턴과 비교하면 팀
동료인 발테리 보타스
(왼쪽)는 내성적이다.

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나요?

전혀요, 절대 없어요. 항상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당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들, 특히 부친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고자 노력한다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힘내게 하고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하는 존재는 여전히
가족인가요?

저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의 출생과 힘들었던
가정환경을 잊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죠. 우리 가족이 저에게 해준
모든 것은 레이싱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
른 아침부터 온갖 일을 전전하며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
요. 당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기대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지난 25년간 레이싱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 왔는데요. 당신이 잘한다고 생각하
는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유일한 관심사는 레이싱이지만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어요. 10대 때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한 바구니에만 담아둔 달걀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담기 시
작했습니다.
많은 패션쇼에 등장하던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관심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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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해요. 패션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디자이너
와 그들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갖가지 원단과 장식 트리밍 같은 걸 사진으로 찍어 쇼에서 본 것
을 기록하기도 해요.
패션업계와 F1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나요?

패션쇼에 필요한 드레스 하나를 만드는 데 수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 해요. 레이싱카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많은 시
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패션쇼도 레이싱도 눈 깜짝할 새 끝나
버려요. 그리고 패션쇼 다음 날 디자이너는 이미 다음 무대를 구

시즌 전 리추얼: 이번 시즌
레이싱슈트를 착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한 루이스.

상합니다. F1도 똑같아요. 시즌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자동
차를 준비하니까요.

F1에서 요구되는 테크니컬 스킬과 상반되는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
드라이버로서 균형감이 깨지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창조성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요소 중 하

‘헤일로(Halo)’는 새로운 콕핏
보호 시스템으로 드라이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발테리 보타스 선수가 여기
콕핏에 탑승한 상태).

나라고 생각해요.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을 연구하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고
새로운 자극을 받게 돼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시도하는 걸 차단한다
면 그들의 성장을 막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이죠. 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부모의 전형이에요. 가족
이 함께 어울리고 놀러 갈 자리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신 정말 완벽한 아버
지예요.
가족들 덕분에 성공을 이룬 셈이군요.

성공이나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빙하를 상상해보세요. 수면
에 보이는 부분의 10배 크기 빙하가 바닷속에 숨어 있잖아요. 사
람들이 보는 성공이 바로 수면 위 빙하와 같아요. 그 아래 숨어

해밀턴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상투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는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인터뷰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노력이
성공한 것 같다.

있는 땀과 눈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엑스 팩터(X
Factor)> 같은 TV 프로가 인기인 이유도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
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와 명예는 오래가지 않
아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말이죠.
로저 페더러를 볼 때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
이죠. 무척 가정적이고 직접 만나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
보다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존재감과 아우라는 정말 놀라워요.
말을 잘하는 면도 있지만 벅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세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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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죠.
무하마드 알리는 어떤가요?

알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을 위해 커리
어를 내걸고 싸우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이에요. 2,000명의 백인 아
이들 속에서 단지 두세 명에 불과한 흑인일지라도 신념을 지키려면 맞
인생의 동반자: 앤서니
해밀턴(2014년 루이스와
함께한 사진)은 아들의
레이싱 커리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죠.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자선 활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그래, 내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
조했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전혀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을 의미 있게 썼
다고 느낄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죠.
중증 환아들을 만나는 모습도 봤는데요.

저를 좋아해주는 멋진 아이를 만났어요. 그때 다섯 살이었는데 여섯 번째 생일
까지 버티지 못했죠. 그걸 보면서 제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이 좋은 편이라는 걸요. 제 처지와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선 활동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여성분이 다가와 저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가 백혈병을 이
AT A GLANCE

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항
암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버틴 건 당신인데요”라고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Biography

Upcoming races

분은 제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견뎠

1985년에 출생한 루이스
해밀턴은 2007년부터 F1
드라이버로 활약해 왔다. 2008년
맥라렌(McLaren)팀 소속으로

9월 14-16일 싱가포르

다고 거듭 강조하시더군요.

최연소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2013년 메르세데스로
이적한 이후 세 차례 더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소속 팀에
안겼다. 이 영국 출신 드라이버의
팬이라면 lewishamilton.com을
방문해보자. 최근 경기 내용은
물론 트랙 밖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10월 5-7일 일본

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갖고 최선의, 최고의 결과를 꿈꿔야 해

10월 19-21일 미국

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지전능한 힘을 바탕으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팀에 대한 최근
뉴스를 알고 싶다면:

신앙심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9월 28-30일 러시아

인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희망과 믿음이라고 생각해

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연결하는 종교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놀

10월 26-28일 멕시코

라워요. 신앙은 제게 진정한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런 뜻에서 나침반 문신을

11월 9-11일 브라질

새긴 거예요.
살아있는 인생의 나침반이라니 완벽한 느낌일 것 같군요.

11월 23-25일 아부다비

어쨌든 좋은 느낌인 건 맞아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나요?

올해 F1 시즌은 총 21경기가
치러지며 오는 11월 25일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끝으로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슈테판 드라프는 몇 년 전 독일 <슈테른(Stern)>지에
루이스 해밀턴과의 인터뷰 기사를 기고한 적이 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심층 취재를 위해 이 선수를 다시 만난 뒤
“루이스는 레이싱 이외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엄청나게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mercedesamgf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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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IMAGINE

IMAGINE

Ready for
takeoﬀ
여전히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자율비행 볼로콥터는 사실상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두바이에서는 이미 시험
운항을 진행 중이다. 전기구동형 항공택시
창업자 알렉산더 조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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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나 브르초스카(INA BRZOSKA)

PHOTOS VOLOCOPTER (2), NIKOLAY KAZAKOV

자기만의 고유한 헬리콥터
모델을 갖고 싶었던 한 소년의
소망에서 영감을 받은 52세
건축 엔지니어 알렉산더
조젤은 보다 발전된 멋진
모델을 개발한다. 유인 탑승
볼로콥터가 그 주인공이다.

이

순항 중: 볼로콥터는
자율주행과 파일럿
(조이스틱 조작) 조종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비행기는 짧은 시일 내에 교통 상황을 혁신

인은 소설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에 등장하는 날아다

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다소 보수적인 시

니는 대포알 같기도 했죠. 우리가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각을 지닌 전문가들도 이 것이 새롭고 흥미

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로운 운송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첫 번째 시제품은 누가 디자인했나요?

알렉산더 조젤(Alexander Zosel)과 동료들은 독일 남부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자인

브룩살과 서부 지역의 크라이히가우에 위치한 볼로콥터

의 모델들이 비행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기술진에 달

유한회사(Volocopter GmbH)를 운영하고 있다.

려 있어요. 우리 기술진은 규모는 작지만 완벽하게 구성
된 팀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젤 씨, 자율비행 에어택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생

볼로콥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볼로콥터는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소형 프로세서를

솔직히 밝히자면 제 친구이자 동업자인 슈테판 볼프

비롯해 9개의 독립된 배터리 시스템과 18개의 로터로 이

(Stefan Wolf)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원

뤄져 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대립 로터가 항상 1개의 배

격조종 멀티콥터를 원했거든요. 그때 슈테판은 사람도

터리에 의해 구동되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탈 수 있는 풀사이즈 멀티콥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

배터리가 오작동할 경우 2개의 로터만 중단되기 때문이

던 거죠.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강사로도 일했고 사업가

죠. 그리고 2개의 로터가 서로 마주 보는 대립 형태로 설

기질도 다분하다고 여겼던 저를 찾아온 겁니다.

계해 기체가 한 방향으로 기우는 걸 방지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매우 다채로운데요. 건축공학 학위가 있고,

볼로콥터와 일반적인 헬리콥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독일의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제품은 오직 전기모터만 이용하고 있어요. 제작 측

스노보더이면서 디스코텍도 운영하셨더군요. 그렇다면 비

면에서 보자면 구명 헬리콥터 작업에 요구되는 수준의

행과 관련한 일을 하신 적도 있나요? 항공 산업 경험이 있

기계학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죠. 또한 18개의 모터

는지 궁금합니다.

드라이브는 오직 유리섬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

앞서 언급했듯이 한때 패러글라이딩 강사로 일한 적이

서 하나가 작동을 멈추더라도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

있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고 상상력이 넘치

지 않아요. 그리고 볼로콥터는 매우 조용합니다. 비교 실

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테판의 얘기를 들은 즉시 머릿

험 결과 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헬리콥터가 75미터 떨

속으로 에어택시를 그려봤죠.

어진 볼로콥터보다 시끄럽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볼로콥터가 탄생했군요. 개발하는 데

언제쯤 일반 사람들이 이 신기술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하

얼마나 걸렸나요?

시나요?

첫 비행은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채 1년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접하면

되지 않은 2011년이었습니다. 전기 동력만을 사용해 수

종종 회의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볼로콥터는 독

직 이착륙에 성공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습

일과 두바이에서 실시한 것을 비롯해 국가 공인 항공 기

니다. 이것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죠.

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서너 개의

초창기 볼로콥터는 지금과 같은 날렵하고 세련된 모양은

로터와 배터리에 고장이 생겨도 운항을 계속할 수 있다

볼로콥터의 제작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닌 것 같은데요.

는 걸 매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기술적으로 구현

그러한 이유로 두바이에서 시범 운항 허가를 받으신 건가

mbmag.me/volocopter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했어요. 사실 초기 디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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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승차감: 진동 방지
기내 공간은 성인 2명이 탑승
가능하다.

이상향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볼로콥터가 실제 승객을 싣고
운항하기 위해서는 100여
차례의 시험 주행을 완료해야
한다.

고요함: 75미터 상공에 있는
볼로콥터의 회전 소리는
지상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두바이에서 우리의 첫 고객을 확보할 수 있

에 초기에는 10~15킬로미터 단거리를 운항하는 게 적

었죠. 메가시티인 두바이는 2030년까지 전체 공공 교

합하다고 봅니다. 현재 배터리는 약 30분간 지속되며,

통 서비스의 25퍼센트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게 목

배터리 교체 시간은 3~4분 걸립니다. 따라서 이용객들

표입니다. 이런 상황 덕분에 우리는 두바이 도로교통청

의 승하차 시간을 활용한다면 지연 운항 없이 배터리를

(RTA)과 자율비행 에어택시-볼로콥터의 정기적인 시범

충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운항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었죠. 그리고 2017년 가

그렇다면 볼로콥터는 일반 주유소의 직원처럼 배터리 충

을엔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로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 인력이 필요한가요?

공개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을

운항 초기에는 파일럿이 탑승하나요?

대행할 자동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

네, 하지만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

시에 여러 대의 볼로콥터를 처리 및 관리하는 곤돌라 스

축하는 과정이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전성 측

테이션 같은 모델을 구상하고 있죠. 이 스테이션에서 볼

면에서도 볼로콥터가 자율적으로 운행되기를 바랍니다.

로콥터는 이착륙은 물론 자동 정비와 배터리 충전을 하

볼로콥터 운항에 최적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는 겁니다. 이제 도시에서 버스정류장과 주유소 대신 곤

향후 2~3년 내 상업 노선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측하

돌라 스테이션을 더 많이 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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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QUESTIONS

PHOTOS DAIMLER AG, VOLOCOPTER, NIKOLAY KAZAKOV (2), DIRK BRUNIECKI

주자네 한(Susanne Hahn)은 다임러
AG의 혁신 과제 연구소인 Lab1886의
책임자로 그녀의 부서는 볼로콥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볼로콥터의 가격이 궁금하군요.

를 셀 수 있어 좋다고도 하니까요. 또 다른 학자들은 하

여기 보시는 시제품의 경우 제작비가 수백만 유로에 달

늘길도 지상의 도로처럼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

합니다. 하지만 양산될 경우 비용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

를 표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현재는 다임러사가 당신 회사의 지분을 11퍼센트 보유하

무엇보다 볼로콥터는 레저용으로 고안한 교통수단이

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제품 제작 비용은 어떻게 확보하

아니에요. 기존의 일반 택시들 이외에 몇 백, 몇 천 대의

셨나요?

항공택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모빌

회사 설립 전 우리는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투자했

리티 옵션을 확대해 도심의 교통 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죠. 덕분에 지금

차량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은 다임러 AG를 비롯해 인텔 등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
가 있습니다.
도심의 항공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조류보호
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상공에서 황새 둥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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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브르초스카는 볼로콥터 창립자인
알렉산더 조젤을 뮌헨의 DLD
컨퍼런스에서 만났다. 인터뷰가 끝난 뒤
기자는 에어택시에 탑승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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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 파트너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볼로콥터는 자사의 미래 경영 전략인
CASE-모빌리티 메가트렌드의 4대
핵심 요소로 커넥티드(Connected),
자율주행 (Autonomous), 차량 공유
및 서비스(Shared & Services),
전기구동(Electric)을 의미-에
이상적으로 부합합니다. 우리가
볼로콥터에 주목한 것도 이 기기가
앞서 명시한 4가지 트렌드에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임러는 볼로콥터의 개발 계획을
어떻게 지원할 생각인가요?
모빌리티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매우 대담한
도전이에요. 자사의 기술 전문가와
축적된 지식을 볼로콥터에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업 모델
확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의 주행 기술과 관련해
협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볼로콥터가 전기모터만 사용해
약 30킬로미터를 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 모두 우리가
협업해가며 개선안을 찾아야 하는
흥미진진한 과제들이죠.
미래의 이동 수단은 지상의
도로와 하늘길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각의 이동 수단이 지닌 컨셉을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E

우아함, 그리고 이전까지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계된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세단 E-Class가 뒷골목을
조용히 가로지른다.

FORGING
NEW PATHS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 인공지능:
젊은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디지털 시대의 툴을 활용해 기존 패션 산업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E–Class 세단이
밀라노의 가장 스마트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여행을 함께했다.
글: 이나 브르조스카(INA BRZOSKA)
사진: 르네 노이만(RENE NE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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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less style:
캐롤리나 몰로시(Carolina
Molossi)는 트렌디한
룩으로 점점 더 많은
패션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caiomolossi에는
4만1,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

E
Effortless drive:
운전자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최신 어시스턴트
시스템. 특히 복잡한 주행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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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밀

라노 사람들이 왜 이토록 미학을 향한 열

이 달린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밀라노의

정을 보이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자

유명한 패션 저널리스트인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

캐롤리나 몰로시는 열정적인 제스처를

부터 프라다, 제냐, 아르마니 등 주요 패션쇼를 거

섞어가며 롬바르디아(Lombardy)의 믿

의 다 접한 그녀에게 패션 비즈니스는 늘 타고난 열

을 수 없는 아름다움부터 얘기하기 시작한다. 눈 덮

정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패션 산업에서 꾸준

인 알프스와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호수로 둘러싸

히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홍보해왔다. 4

인 주도의 중심부에는 매혹과 우아함으로 가득한

만1,000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그 증거

도시 밀라노가 위치한다.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

다. 하지만 이는 취미일 뿐 본업은 따로 있다고 그

너들은 이곳에서 불멸하며, 곳곳에서 복원된 아르

녀는 말한다. 몰로시의 본업은 공동 창립자인 멜

누보 건물은 햇살 아래 금빛으로 빛난다. 이 도시는

리사, 최근에 파트너로 합류한 마르타와 함께 스

에스프레소 한잔을 즐기며 머물고 싶은 장소들로

타트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부커룩

가득하다. 캐롤리나는 “물론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Bookalook)’은 브랜드와 홍보 담당자, 스타일리

하는 일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죠”라고 말한다.
앞서가는 마차:
아르코 델라 파체
(Arco della Pace)는
1815년 유럽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평화의 상징이다.

스트 등이 만나 다양한 샘플을 보여주고 선택하는

사업을 하는 몰로시는 전형적인 밀라노의 창

디지털 플랫폼이다.

업가 중 한 명이다. 26세인 그녀는 밀라노의 기준

밀라노는 현재 패션 및 디자인 분야에서 진보

에 맞춰 캐주얼하게 옷을 입는다. 체크무늬 트위

적인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3

드 코트와 하이컷 진에, 테두리에 해바라기 장식

년 전 이 지역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어 창업 활동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도시에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다. 유서 깊은 궁전들과 더불어 다니엘 리베스킨
트와 자하 하디드의 미래주의 건물이 어우러지고
차량 사이로는 e-바이크가 돌아다닌다. 최근엔 전
기구동 충전소에 줄이 늘어선 모습도 심심찮게 눈
에 띈다. 밀라노는 우아하면서도 혁신을 갈망하는
도시이고 E-Class 세단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되어
준다. 아름다운 장소와 레스토랑을 지나치면서 네
트워크로 연결된 완벽한 주행 동반자가 되어준 이
세단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편안하게 도심을
미끄러지듯 주행한다.

놀라운 가능성
종종 패션 스타트업을 하려면 밀라노로 가야 한다
고 말들 한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센터가 이미 체계적으로 갖춰졌
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FTA(Fashion Technology Accelerator)’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이
탈리아인이 창업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다. “패션,
디자인, 테크놀로지의 융합은 혁신을 위한 거대한

스타트업 ‘Dressyoucan’을
시작한 카테리나
마에스트로(오른쪽)와
엘레나 바타글리아.

밀라노의 케이크 예술:
타르트와 디저트가
환상적이다.

잠재력이 되어주죠.” 4년간 FTA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해온 주시 캐넌(Giusy Cannone)이 말한다. 이
엔지니어는 젊은 창업자들이 기존 산업을

38

시선을 사로잡는 E-Class:
가는 곳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어 모은다.

주시 캐넌은 패션 및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최고의 창업자들을 만날
여행을 기대하는 중이다.

손쉬운 주행: 다기능
스티어링휠로 직관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모바일 ‘오피스’를 설명 중인
캐롤리나 몰로시.

September 2018

39

E

꿈의 아이스크림:
토마소그로시 거리의
그라나이오(Granaio)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와이드 디지털 스크린을
갖춘 조종석은 혼잡한
도심을 자신 있게
주행하도록 돕는다.

40

나무로 된 스마트폰
케이스를 디자인하는
스테파노(왼쪽)와
안드레아 아쉬에리.

“우리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들을
향상시키고 싶었어요. 이러한 물건을
독특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트램이 지나다니는 트랙,
일방통행 도로,
혼란스러운 표지판
속에서도 E-Class가
모든 길을 알려준다.

미래에 맞게 변형해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40

독특한 제품

명의 멘토로 이뤄진 그녀의 소규모 팀은 주로 싱가

밀라노는 디자인의 선구적인 도시로도 잘 알려져

포르의 투자자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는다. 그녀는

있다. 이제 E-Class의 여정은 토르토나(Tortona)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로 향한다. 공동 작업장과 수제 맥주 바가 가득한

찾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플랫폼 접근,

이 지역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디자인 위크가 열린

컨셉 공유, 면이나 데님 등 직물 생산에 관련된 지

다. 이 행사는 명성 높은 밀라노 가구박람회보다 훨

속 가능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

씬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신 동향은 앱 기반의 새로운 모바일 결제 솔

‘첨단 기술과 느린 공예의 만남’이라는 컨셉을

루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

실천하는 스타트업 ‘우드’드(Wood ’d)’ 역시 이번

확하게 조사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캐넌은 가장 핫

여행에서 첫 성공을 축하했다. 안드레아·스테파노

한 주제 중 하나로 견고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아쉬에리는 목재를 이용해 나무 수저에서부터 이

위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꼽

쑤시개에 이르는 모든 주방용품을 만드는 부모님

는다.

을 보며 자랐다.

또 다른 글로벌 동향은 ‘공유’다. 자전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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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보다는

차, 일자리 등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걸 원했어요.” 안드레아 아쉬에리가

공유되고 있다. 이는 패션 스타트업들이 탐구하는

말한다. 오늘날 두 사람은 인근 지역에서 들여온 목

개념이기도 하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드레스유캔

재로 아이폰과 맥북용의 정교한 케이스를 디자인한

(Dressyoucan)’ 스타트업으로, 오트쿠튀르 의상

다. 하지만 공예에 관한 한 3D 디자인 렌더링이나

을 온라인 및 대형 쇼룸을 통해 대여하는 사업이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실사를 활용한 독특한 접근법을

카테리나 마에스트로(Caterina Maestro)는 우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들의 제품은 이제 저 먼

한 드레스 차림으로 고객을 맞이하며 컨설팅에는 2

일본과 한국의 소매상들에게까지 판매되고 있다.

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들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드레스유캔’의 아이디어는 여성들이 큰돈을

“우리는 항상 갖고 다니는 것들을 향상시키고

들이지 않고도 최신 패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싶었어요. 이러한 물건을 독특하게 만드는 게 목표

이들은 인기 높은 의상을 대여해준다. 디자이너들

죠”라고 스테파노 아쉬에리가 말한다. 이들은 전통

은 이 스타트업과 손잡고 컬렉션을 홍보하고 자신

공예를 출발점으로 각자의 미학에 맞춘 개별화 트

의 의상 중 하나가 대여될 때마다 돈을 받는다. 인

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밀라노의 디자이너들은 장

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쇼룸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

인정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최신화하려는 열

운지 실감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고객이 드레스유캔

망에 의해 움직인다.

의 추천 아이템과 함께 오트쿠튀르 의상을 입은 자

그리고 이는 품질과 미학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다. 이미 로마에도

다. E-Class가 선사하는 현대적인 럭셔리함을 경험

또 다른 쇼룸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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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New C-Class의
하이퍼포먼스 LED
헤드라이트와 새로워진
프런트 에이프런.

Winning principle
새로움이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최상의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킴으로써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New C–Class의 친숙함에 새로운 빛을 더했다.

42

새

로워진 The New C-Class는 이성과 감성이 하나로 어
새로운 컬러의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팅으로
뒷좌석이 더욱 안락해졌다.

우러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는지를 보여주
는 좋은 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섬세하고 정교
한 디테일에서 비롯된 세련된 외관과 우아한 분위기는

감각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더 선명하고 지능적으로 주변을 비
춤으로써 운전자에게 안락감을 선사한다. 물 흐르듯 유연한 곡선
이 자아내는 우아한 느낌은 스포티한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
아들었다. 새로운 디자인의 센터 콘솔 장식은 천연 소재와 수제
품의 개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잘 표현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구
성하는 색상도 더욱 세련되어졌다.
운전자 주변에 자리한 여러 조절 장치와 디스플레이는 SClass의 개념과 테마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스티어링휠에는 터치
감응식 컨트롤러가 새로이 더해져 디스트로닉(DISTRONIC)을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의 여러 기능을 이제는 스티어링휠에서 손
을 떼지 않은 채 조절할 수 있다. 편의성이 높은 입력 시스템 덕분
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도 더욱 편리해졌다. 최신 주행 지원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욱 수준 높은 능동적인 안전 기능으로 운전
자에게 편리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선사하고, 또 다른 생활공간으
로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추가된 여러 편의 기능은 탑
승자의 웰빙과 운전자의 집중을 돕는다.
최고의 차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The New C-Class를 빛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원칙

TEXT JÖRG HEUER PHOTOS IGOR PANITZ

이다.

C 모양의 브레이크
라이트로 새로워진
테일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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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Fascinating,
오리지널 4도어 쿠페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The New CLS는 강화된 실용성과 새로운 시대의 기준에 맞는 성능과 효율, 최고의 안전성과
첨단 기술로 ‘감각적 순수미’의 마력 같은 매력을 보여준다.

Attractive
글: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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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시

간의 흐름을 2003년으로 되돌려보자. 전 세계의 자동
차 팬들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의 차
를 처음 접했던 그때, 메르세데스-벤츠는 앞선 생각과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또 하나의 전통이 시작됨을 알

렸다. 하나의 차에 쿠페의 우아함과 역동성, 세단의 안락함과 실
용성을 모두 담겠다는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많은 찬
사와 함께 자동차가 주는 즐거움의 폭을 더욱 넓혔다. 그 아이디
어의 실체는 CLS였고, 첫 4도어 쿠페가 사람들에게 남긴 깊은 인
상은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LA 오토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The New CLS를 통해 계속되는 4도어 쿠페의 역사에 새로운 도
약을 의미하는 세 번째 장을 펼치고 있다. CLS는 정통 4도어 쿠
페의 독보적인 리더십이 더 돋보이는 차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
이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메르
세데스-벤츠의 아이콘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6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The New CLS에서도 전통과
혁신의 조화는 이어지고 있다. 1세대 CLS로부터 이어진 우아한
곡선의 차체 프로파일은 강렬한 느낌으로 한결 뚜렷해진 세부 디
자인 요소와 더불어 더욱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은은한 곡선
을 그리는 벨트 라인, 가늘고 날렵한 사이드 윈도 라인,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트렁크 라인과 풍부한 양감을 지닌 숄더 라인은 여전
히 역동적인 쿠페의 개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낮고 넓
은 라디에이터그릴과 간결한 선으로 대담하게 디자인한 헤드램
프로 이루어진 앞모습은 상어의 코를 연상케 하는 날카로운 인상
과 더불어 속도감이 절로 느껴진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차체 뒤
쪽의 테일램프와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 단순한 윤곽과 입체적
인 디테일이 어우러져 존재감이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뒷모습은
메르세데스-벤츠 쿠페 특유의 절제미를 자아내며 4도어 쿠페로
서 CLS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도어를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내부는 럭셔리의 정수를
새삼 느끼게 한다. 럭셔리 세단의 정점인 S-Class에 쓰인 것과 같
은 와이드 스크린 콕핏과 제트기 터빈에서 영감을 얻은 원형 에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철학 ‘감각적 순수미’를
엿볼 수 있는 The New CLS
바디 라인

벤트가 주는 강렬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인테리어 곡선과 64
가지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팅의 은은함
속에서 조화와 대조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완성되는 CLS만의 특
별한 품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직접 제작한 이번 캠페인
영상 속 장면들

The New CLS는 4도어 쿠페의 유전자에서 세단의 실용성이
더욱 강화된 모델이다. 온전히 CLS를 위해 새롭게 설계된 뒷좌석
은 좌·우 시트를 앞좌석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해 안락함의 수준
을 높이면서도 역동적인 쿠페의 감각은 이어받았다. 최대 520리
터에 달하는 넉넉한 트렁크는 필요할 때 뒷좌석 등받이를 부분적
으로 또는 모두 접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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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새로운 심장은 새로운 시대의 기준에 맞는 성능과 효율로
운전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 처음으로 캠트로닉 가변 밸
브 리프트 컨트롤을 비롯해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완성된 3.0리
터 디젤엔진의 CLS 400d 4MATIC, 통합 전기모터와 48볼트 전

센터 콘솔로 분리되었던
뒷좌석은 이제 세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며 CLS에 세단의
실용성을 더했다.

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EQ 부스트의 도움으로 3.0리터 가솔
린엔진의 성능과 효율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CLS 53

3세대 모델 The New CLS

4MATIC+ 모두 멋진 드라이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운

글로벌 광고 캠페인 영상
제작 현장

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스펜션 댐핑과 드라이빙 모드도 마련되
어 원할 때는 언제든지 CLS가 품고 있는 주행 감각의 다양한 색
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든든한 S-Class의 첨단 안전 기술은

CLS에서도 똑같이 탑승자를 지켜준다.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
트(Active Brake Assist),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Lane Keeping Assist),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 속도 제한 어시스
트(Speed Limit Assist)처럼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첨
단 주행 보조 기능과 더불어 충돌사고 충격에서 탑승자의 청각까
지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사운드(PRE-SAFEⓇ Sound)를 포함
한 프리-세이프Ⓡ(PRE-SAFEⓇ) 탑승자 사전 보호 시스템은 쉬지
않고 위험에 대비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은 ‘감각적 순수미
(Sensual Purity)’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감각까
지 매료시키는 The New CLS의 마력 같은 매력을 표현하기에 이
보다 더 정확한 수식은 없는 듯하다.

CF STORY

The way you feel
‘Fatal Attraction’
The New CLS의 넘치는 매력을 영상으로 표현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기획 및 제작한 이 영상은
세계적인 제작사와 인재들이 참여해 CLS의 매력을
발산하며 전 세계인을 유혹하고 있다.

언뜻 보아도 더 이상 달콤해 보일 수 없는 연인들.
레스토랑에서, 거리에서, 공연장에서 단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나 다가오는 유혹의 빛과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여성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연인의
시선을 빼앗기는 걸 막는다. 하지만 미처 시선을
막지 못한 여성에게 돌아오는 건 유혹의 주인공에게
사로잡혀 발길을 옮기는 남자친구의 모습. 스쳐 지나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길까 싶어 남자친구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애쓰는 여성들의 질투심 어린 눈빛은
The New CLS의 마법 같은 매력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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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청담동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에서
열린 프리뷰 행사에서 공개된 The New CLS의 글로벌
광고 캠페인 영상의 내용이다. CLS가 두 세대에 걸쳐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매료시켰음은 이미 세계적인
인기로 입증된 바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난
CLS는 영상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는 이들에게 최면을
걸듯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Designed to seduce’,
즉 유혹하기 위해 디자인했다는 뜻의 광고 카피는
과장이라기보다 아주 솔직한 표현이다.
CLS만큼이나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상과

내용을 담은 이 글로벌 광고는 놀랍게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기획한 것이다. 전 세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메르세데스-벤츠에서도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CLS는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판매량은 전체 판매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만큼 많았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CLS를 바라보는
시선이 세계 소비자들의 시선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물론 광고 영상 제작은 글로벌 규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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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제안한 기획을 바탕으로
세계적 광고기획사 HSAd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스티븐 프라이어(Stephen Prior)가 제작을
지휘하고,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RSA(Ridley Scott Associates)
필름과 비주얼아트 및 광고 영상으로 널리 알려진
슈미드 프로덕션 오버시즈(Schmid Production
Overseas) 등 세계적 수준의 제작사와 인재들이
참여했다.
촬영은 RSA 필름 마르코 젠틸레(Marco G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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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연출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영상을
한국에서 기획 및 제작하고 이탈리아 출신 감독이
포르투갈에서 촬영한 것에서부터 The New CLS의
매력을 세계인의 눈에 맞춰 표현하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The New CLS의 강렬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글로벌 광고 캠페인 영상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여러분이 The New CLS의 집요한
유혹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The Future Begins
in the Past:

2018 BUSAN
INTERNATIONAL
MOTOR SHOW
‘최초로부터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꾸민 2018 부산국제모터쇼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은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부터
컨셉트 EQA에 이르기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살펴보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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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과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클래식카들의 전시는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했다.

“안

녕 벤츠, 실라키스 사장님 좀 불러줄래?”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홍보 및

CSR 상무의 목소리에 MBUX가 디미트
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실
라키스 사장의 ‘곧 도착할 것’이라는 목소리로 메르세데
스-벤츠의 2018 부산모터쇼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시작
되었다. 이 작은 쇼는 이번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가 관람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압축하고 있
다. 처음 자동차를 발명한 순간부터 시작된 혁신의 역사
가 지금껏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지리라는 것.
그것이 2018 부산모터쇼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과 이
벤트가 담고 있는 주제였다.
지난 6월 열린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메르세데
스-벤츠가 준비한 전시차는 모두 16종이었다. 132년간
이어진 메르세데스-벤츠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클래식카, 지금 만나볼 수 있는 미
래를 보여주는 최신 EQ 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그
리고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컨셉트카와 끊임없는
도전을 상징하는 레이싱카 앞에 선 관람객들의 표정에
는 경이와 환희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한 클래식카 전시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
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큰 관심을 모았다. 메르세데스-벤
츠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시발점인 벤츠 페이턴트 모
터바겐을 중심으로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 네임이 처음
쓰인 모델이자 현대적 자동차의 시초 중 하나로 손꼽히
는 메르세데스-심플렉스 28/32 PS, 독일 경주차를 상징
하는 ‘실버 애로우’라는 별명을 탄생시킨 W 25 그랑프리
경주차,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카의 유전자를 창조한

300 SL ‘걸윙’ 쿠페, 최고의 럭셔리 세단으로 세계 유명인
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600 풀만에 이르는 다양한 클래
식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다. 덕분에 관람
객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 도
전해온 살아있는 증거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전시된 차뿐만이 아
니었다. 전시장의 히스토리 월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가 이끌어온 자동차의 역사와 혁신적인 순간들을 한눈
에 볼 수 있었고,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인 CASE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과정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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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전시물과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특히 앞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브랜

식 시스템을 통해 우리말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

드 EQ를 소개하고, 내년에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A-Class를 통해

다. 모터쇼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실라키스 사장의 “내일 부산에서

처음 경험하게 될 MBUX를 미리 접해보는 기회도 되었다. 아울러

선글라스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다음 날의 최저·최고 기온과

관람객들은 EQ 브랜드를 처음 국내에 알리면서 브랜드 최초로 국

자외선지수 등 날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등 MBUX 시스템은

내 판매를 시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인 GLC 350 e

지능적이고도 친절한 비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EQ 브랜드 앰버서더인 배우 이승
기 씨가 깜짝 등장한 것도 화젯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세계 자동차
역사의 시작인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

트 시스템인 MBUX는 특히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우리말 인

포뮬러 원(F1)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하이퍼카인 메르세데
스-AMG 프로젝트 원과 전기차 시대의 메르세데스-벤츠를 간접

GLC 350 e에 이어 국내 판매를 앞두고 있는 EQ 파워 플러

경험해본 컨셉트 EQA에서 볼 수 있듯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기에

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첫선을 보였다. 부산모터쇼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도전과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

세계 최초로 실체가 공개된 E 300 e 세단과 지난해 프랑크푸르

고 2018 부산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을 둘러본 관

트모터쇼에서 데뷔해 이번에 국내 소비자들을 처음 만나게 된 S

람객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한결같이 늘 새로우면서도 언제나

560 e 세단이 그 주인공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앞서 선보인
C 300 e를 포함해 내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섯

가까이에 있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느꼈을 것 같다.

종류로 늘려 다가오는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소비자들이 더욱 친

The past made the present: 지금을 만든 과거

근하게 받아들이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 왼편에 마련된 작은 박물관의 중심에는

이번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를 보여준 또 다른

칼 벤츠에 의해 탄생한 자동차 역사의 시작 ‘벤츠 페이턴트 모터

하이라이트는 MBUX. 이는 자동차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만

바겐’이 자리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의 어머니 격

나는 접점이자 메르세데스-벤츠가 보여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인 이 차는 사람이나 동물, 자연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계로 만들

지탱할 네 개의 기둥인 ‘CASE’를 소비자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어낸 힘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탈것의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해주는 커넥티비티의 중심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사용

전시된 것은 처음 벤츠가 발명한 차의 설계를 바탕으로 다시 만

과 관련한 모든 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인텔리전

든 복제차이기는 해도 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차체와 나무 의자,
커다란 엔진과 플라이휠,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키는 세 바퀴 등
모든 부분을 원래 페이턴트 모터바겐의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페이턴트 모터바겐 뒤쪽으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이 처음 쓰인 차인 메르세데스-심플렉스

28/32 PS와 슈퍼차저 엔진의 뛰어난 성능과 가능성을 보여준
메르세데스-벤츠 타입 24/100/140 PS가 나란히 전시되었다. 전
시된 차들 중 처음 생산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모델인 메르세데스-심플렉스 28/32 PS가 탄생한
때는 1904년. 운전과 관리의 편리성 면에서 이전에 나온 자동차
와 격을 달리하며 메르세데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드높인 모델로
평가받는 차이기도 하다.
페이턴트 모터바겐 주변을 둥글게 둘러싼 다섯 대의 클래식
카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메르세데스-벤츠가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1938년형 170 V 카브리
올레 A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20여 년간 생산되며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인 170 V 중 가장 화려한
외관을 뽐낸 모델이다. 그 옆에 나란히 선 1951년형 220 카브리
올레 B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일
어서며 새로운 도약을 알린 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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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벤츠 EQ
브랜드 앰버서더인 배우
이승기 씨도 깜짝 방문했다.

메르세데스-심플렉스

28/32 PS의
매력적인 옆모습.

스티어링휠에도 기품과
클래식함이 묻어난다.

‘실버 애로우’로 불리는
경주차의 전설, W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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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메르세데스-벤츠의 실질적 최고 모델인 220은 S-Class의
직계 조상으로 세계인에게 메르세데스-벤츠를 독일 대표 프리미
엄 브랜드로 각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옆에서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 두
대의 컨버터블은 당대에 차를 모는 이들과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
을 모두 설레게 한 명차들이다. 1955년형 190 SL 로드스터는 메
르세데스-벤츠 스포츠카의 아이콘인 300 SL을 빼닮은 모습이 인
상적인데,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카 중 처음으로 차체 자체가
뼈대 역할을 하는 모노코크 구조로 이뤄졌다. 스포츠카 특유의 스
포티함과 더불어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컨버
터블의 특성이 두드러진 190 SL 로드스터는 당대 젊은이들의 드
림카가 되기에 충분했다. 나란히 전시된 280 SL은 190 SL의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스포츠카 중에서 견고한 탑승 공간 구
조로 탑승자를 보호하는 크럼플 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모델이기
도 하다. 이미 1960년대부터 메르세데스-벤츠에게 고성능과 안
전은 따로 뗄 수 없는 가치였음을 잘 보여주는 셈이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전시된 차들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단연 1972년형
600 풀만이다. 길이 6미터가 넘는 웅장한 외관의 600 풀만은 당
시 다른 초대형 럭셔리 세단이나 리무진과 격을 달리하는 편안함
과 고급스러움을 자랑했다. 대부분 고객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된 600 풀만은 정치인과 사업가, 유명인 등에게 사랑받
았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제작 방식과 높은 편의
성 등 600 풀만의 특별함은 지금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00
풀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클래식카들 맞은편에서는 메르세데
스-AMG 프로젝트 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클래식 경주차와 스포
츠카가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30년대 높은 인기를 누
린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에서 활약한 W 25 경주차는 은빛 알루
미늄 차체로 연승 가도를 달리며 ‘은빛 화살’이라는 별명을 얻었
다. 이 W 25 경주차가 사람들에게 남긴 깊은 인상 덕분에 은색 알
루미늄 차체의 독일 경주차를 뜻하는 ‘실버 애로우’는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랜 모터스포츠 기술
과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어 1950년대 스포츠카 팬들을 열광시킨
모델이 이와 함께 전시된 300 SL ‘걸윙’ 쿠페다. 독특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로 차체 곡선을 따라 위로 열리는 도어를 달아야 했

미래의 모터스포츠를
이끌 메르세데스-AMG
프로젝트 원.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지탱할 네 개의 기둥인
‘CASE’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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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300 SL 쿠페는 갈매기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카로 손꼽힌다.

Shaping the future: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미래
메르세데스-벤츠 전시관의 중앙 무대에 컨셉트 EQA가 놓인 이
유는 분명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그리는 미래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컨셉트

모터쇼는 과거뿐 아니라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도
담아낸 자리였다.

September 2018

동차 경주의 최고봉인 포뮬러 원에 출전해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일

EQA는 전동 모빌리티 브랜드 EQ의 미래상을 담은 모델로, 순수

등 공신인 F1 경주차 기술로 만든 하이퍼카. 기능이 형태를 만든

배터리 전기차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아키텍처 위에 컴팩트 클래

다는 원칙에 따라 성능을 최대한 높이도록 다듬어진 차체는 그

스에 걸맞은 디자인과 전기차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기

자체만으로도 강력함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며, 운전자가 차의

능을 결합했다. 컨셉트카이면서 실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

탁월한 성능을 다루는 공간인 내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에

에서도 알 수 있듯 모듈 구조로 설계된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

버금가는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지능적인 에너지 활용 프로그램,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상시

부산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E 300 e와 국내 처

사륜구동 시스템, 메르세데스 미 기반의 연속 충전 개념 등 컨셉

음으로 선보인 S 560 e와 같은 EQ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

트 EQA에 담긴 기술은 오래지 않아 거리를 달리는 모습을 접하

델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준비하는 미래를 실제로 느껴볼 수 있

게 될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 그대로 반영될 것들이다.

는 차종이다. EQ파워 모델들은 메르세데스-벤츠 고유의 편리성

공기역학과 첨단 소재, 고성능 및 고효율 동력계 등 미래 자

과 쾌적함 그리고 안전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친환경이라는 가치

동차의 필수 기술이 극한의 환경에서 시험되는 모터스포츠는 메

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타보고 구

르세데스-벤츠가 발전해온 토대 중 하나다. 이로부터 얻은 경험

매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시대를

과 기술은 물론 꾸준히 이어져온 도전 정신을 일반 도로를 달리

조금 더 일찍 경험한다는 점에서 EQ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는 스포츠카에 옮겨놓은 게 바로 메르세데스-AMG 프로젝트 원

모델들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를 실감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

이다. 메르세데스-AMG 프로젝트 원은 메르세데스-AMG가 자

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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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에
증축 착공식을 마친
부품물류센터

부품물류센터 확장 공사 착공식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부품물류센터의
증축 착공식을 가졌다. 2014년 520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구 부품물류센터는 3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 면적의 약 2배인 총면적 3만500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며,
이를 통해 현재 대비 약 35퍼센트 늘어난 6만여 종에 이르는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부품 수급 및 서비스 소요 기간 단축은 물론 50여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9년 3월 완공 예정.

새로운 나눔 문화로
자리잡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기브앤레이스’

제3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레이스’ 개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5월 27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3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레이스(GIVE ‘N RACE)’ 기부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기브앤레이스는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고자
마련한 기부 달리기 행사로 그동안 누적 참가자는
2만2,000명이며 총 기부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회는 선착순으로 진행한 사전 신청이 나흘 만에 조기
마감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참가비
전액을 포함한 기부금 5억 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소아암재단, 한국뇌전증협회에 전달했다.

EDM 페스티벌
‘스타디움 2018’
메인 스폰서 공식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부터 컨셉추얼 EDM
페스티벌 ‘스타디움
(5TARDIUM)’의 타이틀
협찬사로 후원 계약을
맺고 7월 7~8일 잠실
서울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메르세데스-벤츠 프레젠트
스타디움 2018’을 공식
후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페스티벌 동안
프리미엄 컴팩트 4도어
쿠페 CLA와 컴팩트 SUV
GLA를 전시했으며,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티켓 증정 이벤트를
펼치는 등 20~30대 젊은
층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다.

한남 전시장

마포 전시장

해운대 전시장

수완 서비스센터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춘천 서비스센터

New Networks
7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남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와 마포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 한남 전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위치해
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마포 전시장은 대형 스크린 및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쇼룸으로 메르세데스-AMG
퍼포먼스 센터를 함께 갖추었다. 지난 6월 오픈한 해운대 전시장은 부산 지역
최초의 디지털 쇼룸으로 최고급 프리미엄 차종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 S-Class
전용 전시장’과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월 말 오픈한 수완 서비스센터는
호남고속도로 광산IC 근처에 자리해 광주를 포함한 인근 전남지역 고객들에게 한층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6월 말 개관한 춘천 서비스센터는
강원도 내 두 번째 공식 서비스센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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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4인승 오픈탑 더 뉴 E 400 카브리올레 공식 출시

The New E 400 카브리올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4인승 오픈탑 모델 The New E 400 카브리올레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베스트셀링 카 10세대 E-Class 기반의 오픈탑 모델인 The New E 400 카브리올레는 3.0리터 V6
가솔린엔진과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에어 바디 컨트롤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패브릭 소프트탑으로 클래식한 멋을 더했다. 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만의 혁신 기술인
에어캡과 에어스카프 등을 갖추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쾌적한 오픈탑 주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연계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 확대
지난 7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가 장착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주요
모델(18년식 기준, 일부 모델 제외)에서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의
호환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음성 명령을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차량에서 구현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KT와 제휴로
차량용 충전기 개발 및 판매 본격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KT와 협력하여 자사의
전기 구동화 브랜드인 ‘EQ’의 차량용 충전기를
개발하고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 설치 및 판매를 시작했다. 이 충전기의
규격은 ‘완속 5핀(Type 1)’ 방식으로 EQ 모델 외에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모두 충전이 가능하며,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차량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Q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고객이 가정 내에
충전기 설치를 원할 경우 ‘KT·메르세데스-벤츠 전문
상담 센터’를 통해 설치 및 판매를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이다. 지원 대상 모델은

E-Class 전 차종(W 213/ 17·18년식)과
S-Class(18년식)를 비롯한 주요
모델이며, 자세한 모델 정보는 가까운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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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와 삼성카드가 만나 탄생한
고품격 프리미엄 카드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넘어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즐겨보자.

를 통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카드 신청 URL를 수신하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하나뿐인 프리미엄 카드답게 다양한 카드 혜택
도 누릴 수 있다. 기프트 서비스는 매년 1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호텔 식사권(신라호텔 더 파크뷰, 그랜드
워커힐서울 더뷔페, 비스타워커힐서울 델비노 등), 삼성
카드 여행 15만 원 할인, 아시아나 항공팩(아시아나 1만
마일리지 적립, 아시아나클럽 골드회원 전용 카운터 이
용·수하물 우선 수취·수하물 추가 2회 무료)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빅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국내 가맹점은 1퍼센트
적립, 백화점·여행·호텔·골프·해외에서는 1.5퍼센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도 가득하다. 일반 택시 요
금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결제일 청구 할인, 스타
벅스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결제일 청구 할
인, 인천공항 주차요금 3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결제
일 청구 할인, 프리미엄 레스토랑 10퍼센트 현장 할인 혜
택 등이 있다.
해외 겸용 카드 아멕스 서비스로는 인천공항 마티

메

나 라운지 본인 이용 무료 및 20퍼센트 현장 할인, 국내

르세데스-벤츠와 삼성카드가 만나 멤버십
카드이면서 동시에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혜

THE 1 메르세데스–벤츠 카드

특급 호텔 발레파킹 및 KTX 주차장 1일 무료 이용이 가

택도 누릴 수 있는 ‘THE 1 메르세데스-벤츠

능하다. 또 인천·김포 국제공항 내 주요 커피 매장에서

카드’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

카드와 당일 탑승권 제시 시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하

시장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통해 신차를 구매

며, 인천공항 북스토어에서 도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및 소유한 고객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메르세데
스-벤츠 중고차 전시장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3,000원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회원을 위

중고차를 구매 및 소유한 고객도 발급 가능하다. 리스

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준비했다. 먼저 메르세데스-

의 경우 리스계약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차량등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및 컬렉션, Warranty
Plus 10만 원 이상 결제시 10만 원 청구 할인을 비롯해
행사 대상점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첫 결제 건에 대
해 10만 원 결제일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록증에 기재된 명의자 또는 명의자가 지정한 1인의 명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함)로 발급 가능하고, 법인 차
량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1인의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다.

프로모션 서비스 패키지는 국내 골프장 부킹 서비

연회비는 해외 겸용(Amex)은 20만 원, 국내 전용

스, 서울신라호텔 ‘신라 에스’ 멤버십 연회비 15퍼센트 현

은 19만5,000원. 신청 방법은 메르세데스카드 홈페이

장 할인, 신라면세점 멤버십 우대 혜택, 아모레퍼시픽 플

지(www.mercedescard.co.kr/samsungcard)를 통해

래그십 스토어에서 상품 구매 시 5퍼센트 현장 할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ARS(1599-5760)

VIP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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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ﬁnishing
line? Always out
in the pampa!”
현재까지 유일한 DTM 여성 챔피언인 엘렌 로어가 이번엔 특별한 시각으로 다카르 랠리를 경험했다.
다름 아닌 기자로서 여행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아메리카를 돌며 환상적인 비전을 안고 돌아왔다.
글: 에바 도로시 슈미트(EVA DOROTHEE SCHMID)
사진: 카바 고르나(KAVA GO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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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린 다카르 랠리는
엘렌 로어(Ellen Lohr)에게
13번째다. 이 53세 챔피언은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랠리에
4차례나 참가한 바 있다.
그리고 랠리 구간에서
아프리카가 빠지고 남미
코스가 생긴 이후에는 팀
매니저이자 코디네이터로
8차례 출전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역할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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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서비스 차량조차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때 생기는 곤란한
상황을 즐기는 타입이다.”

공

항에서 리마에 있는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타는 것조
차 하나의 모험이었다. 불과 5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1시간이 걸렸다. 교통 체증이 어디에나 있었고 3차
선 도로에서 나란히 여행 중인 차 10대를 만나기도 했

다. 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는 내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셔틀버
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그의
여정은 4시간이나 걸렸다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리마는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다. 제40회 다카르 랠리가 이
곳 페루의 수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트럭, 오토바
이를 포함해 300대 이상의 차가 경주에 참가했다. 여기엔 우리의
메르세데스-벤츠 X-Class 같은 서비스 차량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2주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여행할 계획이며 1
만 킬로미터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랠리는 세계에서 가
장 험난한 랠리 중 하나로 해발 5,000미터의 고원, 사막, 산악 코
스, 스텝 지대를 지나는 코스다.
첫 단계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모래 언덕을 넘는 끝없는 여
행이었다. 종종 차바퀴가 모래에 단단히 박히곤 했는데, 이는 우
리가 게을러서 미리 타이어의 공기를 빼지 못한 탓이었다. 다행히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가장 재미난 순간이었다. 솔직
히 말하자면 나는 서비스 차량조차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발

우린 페루의 도시 아레키파(Arequipa)에 도착해 이곳에서 우

생하는 곤란한 상황을 즐기는 타입이다. 이건 진짜 아드레날린이

리를 열정적으로 맞아주는 랠리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

치솟는 일이다. 인기 많은 랠리 챔피언 나니 로마(Nani Roma)가

고 도시를 떠날 때는 X-Class의 유리창에 아레키파 스티커를 붙

탄 미니가 모래 언덕과 충돌해 전복되었을 때도 나는 그 현장에

였다. 이후에 우리 팀은 볼리비아 라파스(La Paz)를 향해 여행했

있었다.

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야 했고

사막 마라톤을 끝낸 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최고의 방법은 잉

다른 모든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소 부족 때문에 4,000미터

카 콜라(Inca Kola)를 들이켜는 거다. 짙은 노란색을 띠는 이 음

이상 고도에서 엔진 출력이 최대 50퍼센트나 감소했다. 고산병까

료는 코카콜라와는 전혀 다른 맛인데 자꾸 찾게 된다. 그런데 가

지 겹친 내게 사람들은 코카 차(Coca tea)가 도움이 된다고 일러

장 큰 재미를 준 이는 지역 경찰관이었다. 그는 내게 이곳의 모든

줬다. 다행히 페루에서는 모든 모퉁이마다 단돈 몇 센트에 코카

운전자를 다 안다고 말했는데, 교통위반 딱지를 떼면서 모든 위

잎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아르헨티나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

반자들을 향해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다.

만 말이다.

September 2018

63

대회 기간 내내 차 옆
텐트에서 밤을 보낸 엘렌
로어(위).

쉬는 시간에 랠리
운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었다. 랠리를
끝까지 마치는 참가자는
2명 중 한 명꼴이다.

Rally fever:
학생들과 원주민 여성들이
엘렌 로어와 사진을
찍었다. 때때로 오토바이가
지나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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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르 랠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한 여행은 꽤 럭셔리했다!”

Peru

LIMA

Bolivia

LA PAZ

CÓRDOBA
Argentina
N
W

E
S

Tour of the Andes
제40회 다카르 랠리는
1월 리마에서 시작해
피스코, 산후안 드
마르코나, 아레키파
등을 거쳐 볼리비아의
도시 라파스까지 2주간
이어졌다. 또 여기서
우유니와 투피자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향한 뒤
코르도바에서 랠리를
마쳤다. 335대의 차량이
이 스펙터클한 경기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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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트럭은 진짜 매혹적이다!
하지만 볼리비아 여성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길 원치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미신을 믿어서 사진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서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곳 사람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셈이니
말이다. 한번은 거리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한 소년을 찍은 뒤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소
년은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다.
또 밤에는 얼마나 분주한지를 엿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우린 도보로 이동하는 수천 명의 구경꾼, 라이트도 없이 다니는
자전거, 그리고 동물들과 마주쳤다. 소, 당나귀, 라마, 코요테, 아
르마딜로, 사막여우까지⋯. 우유니 근처에는 2년 전 내가 방문했
던 인상적인 소금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풍경이 너무 감명 깊어
서 반드시 한 번 더 들르겠다고 다짐한 곳이기도 하다. 우린 우회
해서 이곳에 들렀지만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온 탓에 소금호수에
소금이 그리 많지 않았다. 소금사막을 믿고 곧장 차로 돌진하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에서는 개인 숙소를 찾아야
했는데, 원래 텐트를 치기로 계획했던 야영지가 진흙탕으로 변해
야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날 밤엔 더 많은 비가 내
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숙소에서 뜨거운 물 샤워를 기대
한 우리의 꿈은 여지없이 깨졌다. 역시 하룻밤 숙박비용이 20유
로인 곳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선 안 되는 모양이다.

와인과 와일드 웨스트의 낭만
우리는 대부분 널찍한 X-Class 트럭에 가방과 상자를 넣어두고
그 옆에 텐트를 친 채 밤을 보냈다. 우리의 다음 야영지는 아르헨
티나의 도시 살타(Salta). 선인장이 산재한 곳과 알록달록한 조화

스펙터클한 영상, 이미지
갤러리, 제40회 다카르
랠리의 모든 결과는
mbmag.me/xclass2018
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볼리비아 국경을 넘어갈 때 나는 서비스 차량 안에서 마치 첩

로 장식된 묘지들을 지나치자 서부의 야생 풍경이 펼쳐졌다. 이

보영화를 찍는 듯했다. 수백 명의 상인이 당나귀 카트에 실은 짐

야영지는 랠리 중에서 최고였다. 제법 괜찮은 화장실, 미지근한

을 앞뒤로 밀면서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다. 동료 중 한 명은 라

물이 나오는 샤워장, Wi-Fi까지 갖추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파스까지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운전해 갔는데 내가 운전했을

들과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었다.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인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라파스에

잠시 후 사람들이 와인병을 흔들면서 우리 앞에 멈추었다. 이

도착한 후에는 휴식을 취하러 호텔로 향했다. 도시 자체가 해발

곳에선 X-Class를 향한 열광이 더욱 뜨거웠다. 우리의 픽업트럭

3,200~4,100미터에 위치한 터라 스키 리조트에서 흔히 접하는

은 그야말로 최고로 인기가 높았다. ‘소방 지프차’라 불리는 이 트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했다. 우리의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엔진이

럭은 신호등마다 새로운 팬들을 끌어 모았다. 이제 어느새 우린

잘 돌아가도록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사진 찍을 때 더 잘 나오게

최종 목적지인 코르도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뜨

끔 간단히 세차까지 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린 금세 사람들에게

거운 샤워를 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다. 다카르 랠리는 우리를

둘러싸였다. 다들 세꼭지별을 단 첫 번째 픽업트럭인 X-Class와

그렇게 빨리 가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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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속에 갇혀버릴 뻔했다.

Find Yourself

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7월 6~7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에서 여성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글로벌 캠페인
‘쉬즈 메르세데스(She’s Mercedes)’ 행사를 열었다.

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쉬즈 메르세
데스(She’s Mercedes)’ 행사는 메르세
데스-벤츠의 주요 마케팅 전략 중 하나
로, 메르세데스-벤츠만의 브랜드와 제품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 여성 고객들의 네
트워크 형성을 구축하고 여성 고객의 다양한 의견
을 반영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여성 고
객 맞춤형 글로벌 캠페인이다.
‘파인드 유어셀프(Find Yourself )’라는 주제
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우리 사회 여러 전문 분야에
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130여 명의 여성이 참석했
다. 호젓하게 즐기는 나만의 명상 시간부터 아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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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 AMG 스피드웨이에서 즐기는 다양한 메르세

초빙교수인 손지애, 전 청와대 최초 여성 경호관이

데스-AMG 차량 체험과 올 3분기 출시 예정인 The

자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인 이수련 등 끊임없는 도전

New CLS를 미리 만나보는 기회까지 지루할 틈 없

과 노력으로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여성 리더들이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성 참석자들의 마음

함께해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워크-라이프 밸런

을 사로잡았다.

스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 리더들의 만남
이번 행사는 사회가 바라는 틀에 박힌 여성상이 아

메르세데스-벤츠의 3세대
The New CLS 선보여

닌 진정한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스타일과

무엇보다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주인공

취향을 찾는 기회를 제공했다.

은 바로 쿠페의 우아함과 역동성, 세단의 안락함과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4-도어 쿠페로 올

을 찾는 ‘명상의 시간’과 그림을 통해 내면을 분석
하는 ‘아트테라피’, 올 3분기 출시로 화제를 모으고

3분기 공식 출시 예정인 The New CLS.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친 메르세데스-벤츠의 3세대 모델

있는 The New CLS와 함께 나만의 사진을 남기는

로, 절제된 선과 더욱 뚜렷해진 윤곽으로 메르세데

The New CLS 촬영 세션, AMG 스피드웨이에서 짜

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미’를 극대화

릿하게 즐기는 ‘서킷 드라이빙 체험’까지 나를 찾아

해 여성 참석자들의 큰 찬사를 받았다.

가는 특별한 기회에서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브랜
드를 경험해보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참

‘파인드 유어셀프’라는 주제로 사회 각
분야별 여성 리더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던 쉬즈 메르세데스 행사.

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7월 6일 행사에는 통역사이자 방송인인
안현모의 사회로 토크쇼가 진행됐는데, 다임러 AG
이사회 멤버 및 메르세데스-벤츠 카 그룹 마케팅 &

이번 행사에서는 AMG 스피드웨이에서
다양한 메르세데스-AMG 차량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세일즈 총괄이자 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이사 사장인 브리타 제에거(Britta Seeger), 전 아
리랑국제방송 사장이자 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정통 스포츠카인 메
르세데스-AMG GT S를 포함해 폭넓은 메르세데
스-AMG 모델 라인업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
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드라이빙 프로그램과 전시
차량을 통해 매력적이고 폭발적인 성능의 메르세
데스-AMG 브랜드를 직접 경험해보는 잊지 못할
기회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명상과
그림을 통해 심리를 분석하는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풍성한 프로그램 갖춘 ‘쉬즈 메르세데스’
캠페인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
이번 쉬즈 메르세데스 행사에 참여한 브리타 제에
거 총괄은 “각 사회의 분야별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
에서 만나 상호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하며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쉬즈 메르세데스라는 특별한 플랫폼을 꾸준히 발
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여성 고객이 이러
한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메르세데스-벤
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또
한 메르세데스-벤츠는 모빌리티에 대한 여성 고객
들의 다양한 니즈와 의견에 대해 한층 높은 이해도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앞으로도 여성들
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
셜 캠페인은 물론, 여성 고객 대상의 골프 대회와
클래식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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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future:

Mercedes me Adapter
커넥티비티는 자동차의 이용 환경과 방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신 커넥티비티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를 위한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는
설치와 동시에 더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시작하게 해준다.

커넥티비티를 통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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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차 기술은 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사람들

을 기울이는 추세다. 앞으로 커넥티비티가 미래 자동

로 이루어진 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차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이제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빠르게

메르세데스-벤츠 커넥티비티의 중심,
메르세데스 미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자동차 기술 발전의 성격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일찌감치 커넥티비티의 중요성

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의 변화가 사람

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여러 커넥티비

의 생활에 주는 영향이 더 컸다면, 지금은 ICT 기술이 바

티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그리고 개별 기술을 자

꿔놓은 사람들의 일상이 자동차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동차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미

것이다.

래 기술 개념과 전략을 세워 추진해나가고 있다. CASE

특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해 정보를 활용

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그것이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동차가 사물인터넷(IoT)의

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

일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과 방

자박람회) 2017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발표한 CASE

식까지 뒤흔드는 시대에 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의

는 커넥티드(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

개념 자체가 바뀌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커넥티비티

유 및 서비스(Shared & Service), 전기 구동(Electric
Driv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미래 이동 수단의 뼈대

(connectivity)다. 우리말로는 연결 또는 연결성으로 간

를 이룰 요소로서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업 전략을 대표

단히 번역하지만 이 간단한 단어야말로 자동차의 능력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바꿀 핵심 키

무궁무진하게 넓힐 열쇠라 할 수 있다. 커넥티비티 덕분

워드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후 제품 라인업

에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이동 이외의 역할은

과 고객 서비스에 CASE 전략을 꾸준히 반영해 공개하

할 수 없었던 자동차가 세상과 연결되어 차에 탄 사람은

고 있다.

물론 차 자체도 이동과 함께 외부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부문이 바로 ‘커넥티드’ 전

고받게 된 까닭이다. 특히 기능에 따라 따로 설치하였던

략에 해당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다. 메르세데스-벤츠

여러 장치가 IC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되면서 자동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라

차의 각 기능과 정보가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는 이름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메르세데스

쾌적한 이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개인화된 앱/인터넷/자동차

예를들어 목적지를 설정하면 GPS를 통해 차의 현

서비스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재 위치를 확인하고 전자 지도와 비교해 경로를 확인하

에 메르세데스 미 앱을 설치해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는 데 그쳤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온라인으로 차량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에

확인해 우회 경로를 안내해주는가 하면 차 안의 다른 시

대한 기본 정보(주행거리, 남은 연료량,
료량, 배터리 잔량

스템과 연동해 목적지까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등)는 물론 주차 위치, 주행 경로 등의
의 위치 기반 서비

하도록 돕는다.

스도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ADAS)과 연동
해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돕는
가 하면, 차에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구조 인력이

커넥티비티의 영역을 넓히는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

나 긴급 출동 서비스가 현장에 도착하도록 콜센터나 서

현재 국내에 출시된 메르세데스-벤츠
벤츠 모델의 경우,

비스센터에 차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다.

대부분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이

이처럼 차와 외부의 소통이 주는 편리함과 이동 중에

같은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 판매되기
기 시작한지 불과

도 차 밖의 세상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큰 소비자가 늘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면서 높은 수준의 커넥티비티 기능을 갖춘 차에 대한 선

일부 고객만이 메르세데스 미 서

호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는 시장조사 기관과 업체

비스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었다.

들의 자료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며 자동차 회사들은 사
용 편의성을 높이는 커넥티비티 기술의 개발에 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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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르세데스 커넥트 기
능이 없는 모델 고객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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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를
통해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기능이 없는 모델을 소유한
고객들도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최신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를 사용할 길이 열렸다. 대부

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언제든지 원격으로 차량의 마지막

분의 기존 모델에 간단히 설치 가능한 메르세데스 미 어

상태 확인이 가능해 주차한 위치를 잊었을 때도 더 이상

댑터(Mercedes me Adapter)가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찬바람을 맞으며 넓은 주차장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는 커넥티비티 기능이 탑재되지

일상에서도 더 편리하게 차를 쓸 수 있다. 출발지와

Mercedes me
Adapter의 주요기능
내 차량
주행 및 주차 시간,
연료 레벨, 주행 거리,
공식 서비스센터,
배터리 잔량 등 차량
관련 기본 정보 확인

않은 구형 모델에서 최신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Mer-

도착지를 포함한 이동 경로와 주행 시간 등 모든 주행

cedes me Connect) 기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5센티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장치인 메르
세데스 미 어댑터는 스티어링휠 아래에 있는 OBD 단자

기록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평소 운전 습관

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

이 된다. 또한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유

해 자동차와 연결되므로 복잡한 배선 작업도 필요 없다.

Mercedes me Adapter 앱의 알림 기능을 켜놓으면 정

주유 위치, 주유 날짜
및 시간, 주유량 등
주유 관련 정보 확인

과 주행 패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
전 운전은 물론 효율적인 운전 습관을 기르는 데도 도움

장치를 설치한 뒤 스마트폰에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 앱

기점검 시기나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때 등을 알려

을 설치하고 메르세데스 미 포털을 통해 고객 계정을 생

줘 제때에 차량 관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까운 공

성해 동기화 과정을 거치면 장치와 스마트폰이 연동되

식 서비스센터를 검색하거나 선호하는 서비스센터를 등

어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주행목록,

록하는 것도 가능해 필요할 때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점

주차 위치 등 민감한 개인/위치 정보는 오로지 연결된

검 및 정비 예약을 하는 것도 손쉽다.

고객 스마트폰에만 전송 및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걱정도 없다.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는 올해 말 국내에 런칭 예정

공식 네트워크 검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네트워크 찾기/
주 방문 공식
네트워크 등록

이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통해

사고 및 고장

일부 기능으로 범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메르세데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기존 고객들에게 설치를 제

스 미 어댑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메르세데스 커넥트 기

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기간은 가까운 메르

능이 탑재된 차의 편리성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게 가

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고객컨택센터(080-

장 큰 매력이다. 차와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스

001-188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이 고장나거나
주행에 문제 발생 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컨택 센터에 연결

내 트립
주행 시간, 거리, 출발
및 도착 지점 확인,
다른 주행 경로 찾기
등 차량 주행과 관련한
정보 기록/
기간별 주행거리

주차 및 위치 확인
차량 위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한 편리한
주차 위치 찾기, 차량
위치 추적, 주차 시간
알람 기능

메르세데스 미 어댑터를 통해
IC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들이 누릴 수 있다.

알림
차량 정기점검, 타이어
교체 등 주요 차량
서비스 관련 예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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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ect solution for the perfect engines:

Mercedes-Benz
Genuine Engine Oil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그 엔진의 원활한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엔진오일이다. 최고의 차를 움직이는 최고의 엔진이 오랫동안
그 성능과 효율을 유지하려면 최적의 엔진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순정
엔진오일이야말로 최적의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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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

히 엔진을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 전체
에 피를 순환시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심장처럼
자동차가 움직이는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엔진인 까
닭이다. 엔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 해도 될 만

큼 복잡한 요소가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
화시켜 힘을 얻듯 엔진은 공기와 연료를 태워 힘을 얻고, 흡기밸
브와 배기밸브를 통해 숨을 쉬며, 냉각수를 이용해 스스로 체온
을 조절하고, 부품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엔
진오일을 순환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원
활하게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듯 엔진 역시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최적의 상태로 움직여야 주어진 기능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건강
할 수 있다.
특히 엔진은 여러 부품이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각 부품의 기
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엔진오일은 엔진의 생명을 좌우하는 열쇠
중 하나라 해도 무방하다. 엔진오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정교하게 조립된 엔진은 거의 빈틈을 찾기 어렵고 수백
개의 부품이 서로 맞물려 있다. 그리고 한 부품은 다른 부품의 작
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면 엔진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즉, 엔진오일이 없으면

모든 신체 기관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듯 엔진 역시 최적의 상태로 움직여야
주어진 기능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다.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운 좋게 시동이 걸린다
해도 오래지 않아 망가져버릴 것이다.
기계의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부품 사이에 스며들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엔진오일의 중요성

만든 오일을 가리켜 윤활유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엔진오일은

엔진오일이 엔진은 물론 차의 성능과 수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

윤활유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엔진오일은 단순히

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윤활유로서의 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부품과 부품 사이의 마찰

소모품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엔진오일이며,

로 인해 생기는 열을 식히기도 하고, 엔진 안에서 연료와 공기의

사용설명서에 강조하는 것은 물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

혼합물이 폭발할 때 폭발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배출가스가 새지

는 정기 점검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않게 밀폐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각 부품이 작동할 때 생기는 충

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구매하는 컴

격을 흡수해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부

팩트 패키지, 컴팩트플러스 패키지 등 주요 서비스 패키지에도 엔

품이 작동할 때 마찰 때문에 생기는 이물질이나 연료가 타고 남

진오일 교환은 반드시 포함된다. 이처럼 여러 역할을 하는 만큼

은 찌꺼기 등을 품고 있다가 오일필터를 지나면서 걸러내기도 한

엔진오일은 자동차에서 아주 중요하며 운전자가 특히 신경 써야

다. 그래서 엔진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엔진오일은 피를 비롯

할 항목이다. 그래서 자동차마다 계기반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

한 체액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 오일의 양이 알맞은 수준보다 줄어들면 불이 들어와 운전자

나아가 요즘은 배출가스 속 유해 성분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

에게 점검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해져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후처리 장치가 달린 차가 많다. 또한
경제성 높은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뛰어난 연비 특
성이 현대적인 엔진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엔진의
작동 상태는 항상 정교하게 조절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오일의 특성과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September 2018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엔진오일은 사람의 체액과 비슷한 역할
엔진오일은 공식
서비스센터의 필수
정기점검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주요
서비스 패키지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소모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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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만 높은 열과 압력에 노출되어 소모되기도 하고 여러 부
품과 맞닿으며 차츰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엔진오일
은 항상 적절한 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수명을 다하기 전에 교환
해야 한다. 그런데 차의 사용 환경이나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관
리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같은 차종이

순정 엔진오일은 자동차
제조사와 엔진오일
제조사가 개발 초기부터
공동으로 연구와 시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면 그 같은 정보가 내 차에 꼭 알맞으리라 보긴 어렵다. 이처럼 판
단하기 어려울 때는 자동차 제조사가 특정 차종에 추천 또는 승
인한 엔진오일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대표적인 것은 순정 엔진오일이다. 순정 엔진오일은 엔진과
차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와 엔진오
일 제조사가 개발 초기부터 공동으로 연구와 시험에 참여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해당 차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엔진오일이 결정
되고 차가 생산되어 출고될 때 쓰이는 것은 물론 공식 서비스센터
의 표준 교환 제품으로 사용된다. 그만큼 순정 엔진오일은 보편
적인 사용 환경에서 차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적
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자동차 제조사는 엔진의 상

라도 엔진
라
엔진오일이
일이 소모되거나
되거나 변질되
변질되는 정
정도와
와 속도가
가 제각기 다

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자 필수적인 특성을 충족하는 기준을 정

르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엔진도 정상적인 작동 범위 안에서 주

해 소비자가 순정품이 아닌 엔진오일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도

기적으로 고르게 쓰일 때 좋은 상태가 유지되며 이는 엔진오일도

움을 주고 있다. 차종에 따라 제조사의 기준을 충족해 승인받은

마찬가지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정체 상황이나 주행 중 속도

엔진오일이라면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뜻

변화가 클 때처럼 엔진을 가혹하게 다루는 환경과 비교하면 고르

이다. 물론 해당 기준은 차량 모델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소유한

고 부드럽게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지고 주행 속도가 항상 일정

차에 대한 정비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한 차량의 엔진오일은 최적의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되기 마련이다.

테크니션과 상담 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엔진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엔진은 물론 엔진오일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부터 다임러 공식 메르세데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날씨 변화도 엔진의 작동 특성

스-벤츠 순정 엔진오일 공급 업체인 엑손모빌(ExxonMobil)을 통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여름과 겨울의 온습도

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 엔진오일을 고객에게

차이가 무척 큰 우리나라는 엔진에게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 셈이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

다. 이밖에도 엔진오일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셀 수 없이

가 공급하는 순정 엔진오일은 차의 엔진을 보호하여 성능을 유지

많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차가 처한 환경과 쓰임새에 따라 적

하고 엔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다. 주기적으로

절한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내 차의 주치의인 테크니션을 통해 차

엔진오일의 점검 방법과 교환 시기는 차를 구매할 때 함께 제

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시기에 순정 엔진오일로 교환한다

공되는 사용설명서를 기준으로 삼는 게 기본이다. 사용설명서에

면 메르세데스-벤츠의 편안함과 뛰어난 성능 및 경제성을 오랫동

는 표준적인 엔진오일 점검 방법과 교환 주기가 나와 있다. 이는

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조사의 순정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차가 보편적인 사용 조건에
서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걸 전제로 하므로 교환 주기는 운전자가
실제 운행 조건을 고려해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시기 전후로

엔진오일 자가 점검법

알맞은 교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
울 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공식 서비스센터와 테크
니션을 찾아 점검과 교환을 맡기는 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다.

내 차에 가장 알맞은 엔진오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운전자에게 고
민거리가 될 수 있다. 시중에 각기의 우수성을 내세운 여러 제조
사의 엔진오일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찾아
보면 다른 운전자들의 사용 후기 등이 올라와 있어 선택에 참고
가 되기도 하지만 주행 조건이나 관리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

1 평탄한 곳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5~10분 정도 기다려 엔진이 식고 엔진오일 순환이 멈추면 보닛을
연다. 이때 엔진이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면 가열된 엔진오일이 분출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2 엔진이 충분히 식어 엔진오일이 엔진 아래쪽 오일팬으로 모였을 때 엔진 옆 돌출된 노란색 고리를
뽑으면 긴 막대 형태의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가 나온다.
3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에 묻은 엔진오일을 티슈나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는다. 이때 닦아낸
엔진오일의 색깔이 탁하지 않고 불순물이 없어야 정상이다. 불순물이 있다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게
좋다.
4 깨끗이 닦은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원래 자리에 꽂았다가 뽑은 다음 손잡이 반대쪽 끝부분의
엔진오일 묻은 위치를 확인한다. 끝부분에 엔진오일의 양을 확인하는 표시가 되어 있다.
5 묻어 있는 오일이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에 표시된 L(Low)과 F(Full) 사이에 있으면 오일의 양은
정상이며, L보다 아래쪽이라면 오일이 부족한 것이니 그만큼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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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Mercedes-Benz
Picnic Items

상쾌한 가을바람이 부는 아웃도어에서도 놓치지 않는 품격을 자아내는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피크닉 아이템.

폴딩 체어

빈티지 위켄드 백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사용하기 좋은 폴딩 체어.

빈티지한 느낌이 매력적인
브라운 컬러 위켄드 백.

B6 787 1621 / 11만5,500원

B6 6 04 3052 / 44만7,700원

피크닉 블랭킷
옐로와 블루, 브라운 컬러의
체크 패턴이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피크닉 블랭킷.
B6 604 1475 / 8만9,800원

클래식 와인 스토퍼 세트

스타 보온 물병, 0.5L

클래식 자동차인 300 SL의 기어를
모티브로 제작한 와인 스토퍼 세트.

매트한 블랙 컬러 바디와 스타 로고가
돋보이는 보온,보랭 물병.

B6 604 1474 / 7만1,800원

B6 695 3128 / 6만7,600원

헤링본 블랭킷
다크 브라운과 오프 화이트 컬러의
헤링본 소재 고급 블랭킷.

루아나 플리스
블랙 컬러에 스타 로고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따뜻하게 몸을 감쌀 수
있는 레저용 망토.

B6 604 1560 / 19만8,000원

B6 695 3627 /
7만7,300원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헤링본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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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브라운과 오프 화이트 컬러의
헤링본 소재 고급 쿠션.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B6 604 1561 / 7만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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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피크닉 아이템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과 함께 하는 낭만적인 피크닉.
가을의 무드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피크닉 아이템으로 기억에 남을 피크닉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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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CARD

Take your beneﬁt,

MercedesCard
MercedesCard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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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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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 Resort
대한항공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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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5%(최저가 기준),
레스토랑 10% 할인
네스트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Design & Style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카펠리니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비트라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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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팔케 10% 할인
판퓨리 15% 할인

와인앤모어 10% 할인

준오헤어 15% 할인

싱카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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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사라 10% 할인
제일제면소 15% 할인
이사벨 더 부처 스테이크 메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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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 카페 바이 더클래스 효성

20% 할인(1일 1회 최대 4인까지)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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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회 한정)
경희골프교육원 CEO 실전골프마스터 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

15% 할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더랩108 온라인 쇼핑몰 10% 할인

차움 차움 프리미엄 검진 웰니스 패키지 제공
및 에버셀 스킨케어 프로그램 할인

10% 할인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Entertainment

솔가 비타민 20% 할인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Living & Kids
아이큐에어 Health Pro 250 및 필터 3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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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에는 롯데아트빌라스 제주와 쿨클럽스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금호아트홀 기획 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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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요 광주요 15%, 화요 10% 할인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02–463–0006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 이용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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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마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디밤비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아이베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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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보리 프로그램 등록 시 10% 할인
한사토이 10% 할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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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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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Line–up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The best or noth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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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00,000
55,600,000
58,800,000
58,100,000
49,400,000
57,300,000
59,800,000
63,300,000
86,300,000
116,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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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G Line

61,300,000
68,600,000
69,600,000
70,900,000
71,600,000
75,100,000
76,100,000
7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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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00 4MATIC AV
E 300 4MATIC EX
E 300 4MATIC AMG Line
E 400 4MATIC EX
Mercedes–AMG E 43 4MATIC
Mercedes–AMG E 63 4MATIC +

78,800,000
79,800,000
81,100,000
97,700,000
112,500,000
15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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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00,000
142,700,000
160,000,000
165,000,000
167,000,000
171,900,000
199,700,000
199,700,000
241,000,000
216,200,000
247,800,000

EQ
GLC 350 e 4MATIC

67,000,000

GLC 350 e 4MATIC Premium

7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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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C 250 d 4MATIC Night Package
GLC 350 e 4MATIC
GLC 350 e 4MATIC Premium
Mercedes–AMG GLC 43 4MATIC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64,600,000
69,000,000
76,200,000
69,100,000
72,600,000
79,500,000
75,000,000
67,000,000
74,900,000
95,100,000
96,700,000

GLC 350 e 4MATIC

Compact Car

Mercedes-AMG C 63 Cabriolet

Dream Car
C 200 Coupé
C 220 d Coupé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43 4MATIC Cabriolet
Mercedes–AMG C 63 Coupé
Mercedes–AMG C 63 S Coupé
Mercedes–AMG C 63 Cabriolet
E 220 d Coupé
E 400 4MATIC Coupé
E 400 Cabriolet

57,200,000
59,300,000
62,200,000
89,700,000
120,500,000
138,300,000
126,400,000

35,900,000
39,300,000
61,300,000

B 200 d
B 220

43,000,000
4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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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00,000
48,600,000
51,500,000
6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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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00,000
47,700,000
53,100,000
73,300,000

70,600,000
93,700,000
96,600,000

SL 400
SLC 200
Mercedes–AMG SLC 43

132,000,000
62,200,000
8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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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100,000
206,200,000
234,900,000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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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 350 d 4MATIC
GLE 350 d 4MATIC Premium
GLE 35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94,900,000
102,800,000
105,800,000
170,000,000

GLS 350 d 4MATIC
GLS 500 4MATIC

124,400,000
149,100,000

Mercedes-AMG GT S

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170,600,000
20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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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 기준.

CLA 250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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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KS

공식 전시장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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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8
Tel. (02) 60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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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9
Tel. (02) 632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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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은대로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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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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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68
Tel. (033) 903-5000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00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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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000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54–800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2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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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주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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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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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3
Tel. (052) 7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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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효성빌딩
Tel. (02) 57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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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8길 9
Tel. (02) 6678–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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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9
Tel. (02) 632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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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Tel. (031) 78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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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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안대로 472번길 73
Tel. (031) 59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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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68
Tel. (033) 90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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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
Tel. (062) 96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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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
Tel. 1688–2369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74번길 19
Tel. 1688–236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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