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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Year of EQ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Dimitris Psillakis
CEO,
Mercedes-Benz Korea

고차 전시장을 갖추며 수입차 단일 브랜드로서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소비
자만족도평가대상 수입차 부문 2년 연속 1위, 한국품질만족
지수 수입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교
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를 통해 약 1만
5,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왔습
니다. 기브앤레이스에 이어 기브앤바이크로 스포츠와 기부
를 결합한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김장문화제’에 참가하여 총
3,452명의 인원이 ‘최다 인원 동시 김장’ 부문 세계 기네스 기
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즐
겁게 세계 신기록에도 도전한 행사에서 만든 90여 톤의 김치
는 서울시의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메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봄을 맞을 채비를 마치셨나요? 기해년
을 맞이하며 저는 뜻깊은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사회의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혁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저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

바로 지난해 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외국인 명예

습니다. 올 초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저희는 메르세데스-

시민으로 선정된 일과 올해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

벤츠 전기차 브랜드인 EQ의 최초 순수 전기차인 ‘The New

여한 일입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지속적으

EQC’를 비롯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총 5종의 친환경 차

로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

를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을

코리아의 표어 역시 ‘EQ의 해’입니다. EQ 브랜드의 첫 번째 모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델인 The New EQC는 다임러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도 2018년은 특별히 감동적

상징적으로 구현한 전기차입니다. 저희는 The New EQC의

인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

론칭과 더불어 통합형 충전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차지, 일

년도에 총 7만798대의 차량 판매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

대일 컨설팅 서비스인 EQ 컨시어지 등 미래 모빌리티 구현에

을 경신해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7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구축할 생각입니다.

만 대라는 판매 기록은 국내 수입차 단일 브랜드로서는 최초

사랑하고 존경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2019

입니다.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

년에도 저희는 수입차 업계의 리더이자 한국 경제·사회의 동

아는 창사 이래 ‘최고의 고객 경험(Best Customer Experi-

반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혁신

ence)’이라는 기치 아래 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품질 향상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말 기준 54
개의 공식 전시장, 64개의 공식 서비스센터, 21개의 인증 중

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2019년 올해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최고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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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Road to
happiness
유카탄 - 멕시코
여정: 칸쿤에서 체투말까지
거리: 남쪽으로 385킬로미터
여행 시간: 가장 좋은 건 휴가 기간
1

Snorkel

미술관 방문이 지겹다면?
스노클링 마스크와 오리발만
마련하면 된다!
musamexico.org
2

Sleep

호텔 앞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은
바다거북의 둥지임을 기억할 것.
바다 전망의 객실 요금은
140유로부터 시작한다.
hotelakumalcaribe.com
3

Shudder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만드는
동굴의 비밀은 무엇일까? 땅에서
올라오는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일까? 아니면 당신이 보고
있는 동굴 내부가 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일까?
zaktun-chen.com
6

CANCÚN 1

See

거미원숭이, 오실롯, 검은머리황새
등 시안 칸 자연보호구역(Sian
Ka’an Biosphere Reserve)에서는
멋진 희귀동물을 감상할 수 있다.
visitankaan.com

3

Scull
왜 ‘7가지 색깔의 산호초’라

2
4

7

5

불릴까? 여기에서 확인해보자.
activenaturebacalar.com
6

5

아마도 당신은 멕시코의 아름다운 해변에 편안히 앉아
쉬는 걸 더 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주변 지역을
탐사하는 재미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이다. 추천하고
싶은 지역은 신비로운 마야 피라미드 유적지 중
한 곳이 좋을 듯싶다. 예를 들어 툴룸(Tulum)이
어떨까. 혹은 둥글게 파인 세노테(Cenote)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고대 마야
시대부터 깊게 파인 구멍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는
걸 기억하길. 또 해변의 산호초를 즐기러 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에서는 해먹 이외에도 필요한 게
많으니 단단히 준비하시길!

USA

MEXIKO
KUBA
Mexico City

7 CHETUMAL

N

30k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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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룸 유적지: 고대 마야의 항구 터는 이번 투어의 백미.

4

밝은 색으로 칠한 건물 자체가
코수멜(Cozumel) 섬의
볼거리다. 그러니 여행 일정에
동네 산책을 포함시킬 것.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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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36세의 노아 잔단은 퀀티파이드 커뮤니케이션스(Quantiﬁed
Communications)의 대표다. 조직과 개인의 의사 소통방식이
향상되는 데 데이터 분석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www.quantified.ai

우리는 60초에 3개 이상의 연결어를 사용해 문장
을 이어 나갑니다. 그러면 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
리죠. 그런데 기계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기계와 대화할 때 똑같이 이를 생략합
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기계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최근에 이 같은 연결어를 인
공지능 로봇에 탑재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 톤과
크기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할 때
는 서로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분위기를 감
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고민합니다. 하지
만 기계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도록 되어

디지털 라이트는 눈부심 방지 기능의
고화질 헤드라이트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도입했다.
빅웨이브 서퍼 가렛 맥나마라(Garrett
McNamara)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헤드램프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대응해야겠지요.
그럼 대화 방식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아 잔단(Noah Zandan)은
이 질문을 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로봇과의 교류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렇죠. 기술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혹은 기계와 이야기할 때를 분명하게 구
분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빠르게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기계가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은 점차 발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내장된 자동 음성인식 기능

mbmag.me/digitallight

이 사람과 유사할 정도로 발전해서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정도죠. 어쨌든 사람의 대화에 기계가 끼어드

A-Class: more than
meets the eye
직관적이고 컴팩트하며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 이상적인 420리터 크기의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는 A-Class
세단이 2019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mbmag.me/a-class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게 특이한가요?

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카메라나 마이크에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이유는 몸짓이나 표현 등의 비언어적 피드백이 없

언젠가는 기계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

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

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의 미소도,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눈을 맞추는 일도

이메일 프로그램이 메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답장

없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와 이야기할 때는 보다

을 써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정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농담

자동화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

이나 감정을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치게 될 겁니다.이런 상황에 우리도 익숙해질 필요

그렇다면 차나 스마트폰에 말을 할 때 정확히 어떤 언

가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는 사람과 하는 대화, 기

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계와 하는 대화에 대한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

먼저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웃

니다. 우리 삶의 규범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탁해요”, “감사합니

모든 사람이 동시통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멋진

다”라는 말을 하도록 배우죠. 그러나 기계에 이야

일이 될 것 같네요.

기할 때는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요즘엔

전 세계 사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이

점차 ‘음’이나 ‘제 생각엔’ 혹은 ‘그게 말이지’와 같은

죠. 이어폰을 통한 실시간 통역으로 내가 아는 모든

문장 연결어를 생략하는 추세인데요. 통상적으로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경험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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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DAIMLER AG (2), KELLY LYNN JAMES, VOLLEBAK/SUN LEE, PR (2), TINEFOTO.COM/ARTIN STEINTHALER, VINCROSS/SUN TIANQI

Let the light do
the talking

Enjoy
in style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
매력적인 소품과 멋진 물건들.

So autonomous
해저 드론, 3,199유로

So advanced
재킷, 595유로

물속에서 유영하는 드론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있다.
다이빙 체험을 할 때
가져가면 최고일 듯!
ibubble.camera

의류 혁명을 직접
체험해보자. 이 재킷은
매우 탄탄하지만 원단은
매우 얇은 그래핀 소재다.
volebak.com

So aware
책, 20유로
한 손에 잡히는 천재의
삶: 최근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뛰어난 시각으로
고찰한다.
klett-cotta.de

So airy

Too sunny?
로봇, 820유로

해먹 텐트, 249유로
텐트를 설치하기에 바닥이 너무
가파른가? 바닥의 돌 때문에 등이
아픈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두 나무를 연결해 손쉽게
설치하는 플라잉 텐트(Flying
Tent)에 누우면 구름 위에서 자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니.
flyingtent.com

볕이 잘 들든, 그늘이 지든
상관없이 로봇 스파이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분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vinc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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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The New EQC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차 모델!
이 새로운 모델은 EQ 브랜드 고유의 전기차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을 구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일까?

THE DAWN OF A
14

다이내믹하고 유려한 차체와 매끄럽고
깨끗한 표면: 메르세데스-벤츠의 외관
디자인팀 수석 디자이너 로버트 레스닉의
‘The New EQC’ 스케치.

NEW ERA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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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AMG

Mercedes-Maybach

메르세데스-AMG의 전면부
에이프런은 우월함과 화려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바로 진정한
퍼포먼스 럭셔리다.

소수를 위한 최고급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은 라디에이터 그릴. 메르세데스마이바흐는 우아함과 화려함의
극치다. 한마디로 궁극의 럭셔리!

항
The Designers
다임러 AG의 수석 디자이너인
고든 바그너(위)와 동료들이
지켜온 ‘감각적 순수미’라는
디자인 철학을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상 그랬듯이 모든 것은

하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 브랜드가 스

하얀 종이 한 장과 너무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번째 순수 전

타 엠블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
시켜나갈지 궁금하다.

두껍지 않은 펜 하나, 그

기차 SUV 모델은 지난해 9월 처음

리고 기존 생각에 얽매이

소개되었는데, 메르세데스-벤츠 EQ

최근 들어 자동차의 재발명에 대

지 않는 창의적인 상상력에서 시작된

브랜드의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다.

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

다. 창의성은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

이로써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서막을

신적인 개발을 거쳐 발전된 형태의 차

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끝까지 과감

알리게 되었다.

종이 등장하는 기술 혁명 말이다. 디

하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것도 필요

디자이너들은 많은 부분에 전형

지털 기기들 간 연계를 구현한 차부터

로 한다.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을 선

적인 스타일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유 기능 및 가시

정하기 위해 글로벌 공모로 진행하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고유의

화된 자율 주행까지, 그리고 당연히

는 내부 평가에 아이디어가 제출된

세꼭지별 엠블럼 말이다. 그러나 The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확

다. 명확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

New EQC는 가장 최신 기술을 미적

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전기차가 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을

인 섬세함과 접목한 완전히 새로운

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친환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결국 이

타입의 차종이다.

러한 과정을 통해 최고의 아이디어는

경을 실천하고, 소음공해를 해소하

이 차가 선보이는 신선함과 새로

며, 스마트 기능 구현을 통한 직관적

움 속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전통

드라이브를 가능케 하는 등 우리의

이 고전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접

은 살아 있다.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근 방식은 ‘The New EQC’를 디자인

둘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까?

멋진 성공의 길로 이어진다.

16

메르세데스-벤츠는 미래를 새롭

Mercedes-Benz

Mercedes-Benz EQ

보닛 위에 세꼭지별 엠블럼이 새겨진
고전적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모던 럭셔리’를 표방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
모든 측면에서
‘진보적 럭셔리’를 지향한다.

게 설계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할

의 사무실에서 외롭게 일하고 있다.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

된다. “디자인은 브랜드의 영혼을 표

것이며, 이는 전기차 산업의 혁신적

그들의 임무는 ‘감각적 순수미(sen-

해 디자이너들은 각각에 특별한 컬

현합니다. 영감의 원천이자 고객들의

인 도약을 내건 새로운 브랜드 EQ를

sual purity)’라는 디자인 철학을 현
실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EQ 디자인

러 코드를 부여한다. 붉은 계열은 ‘감

피드백에 대한 답변이죠.” 다임러 AG

각’을 표현한다. 즉, 감정을 잘 드러낸

의 수석 디자이너 고든 바그너는 이

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감각적 순

다. 푸른색 계열은 ‘순수미’를 담고 있

렇게 설명한다. 메르세데스-마이바

통해 가능하다. EQ는 ‘electric intel-

ligence’를 의미하며 이는 브랜드 가
치인 ‘감성과 지능(emotion and intelligence)’에서 파생되었다. 디자인

수미’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럭셔리를

다. 메르세데스-AMG가 컬러 스펙트

흐는 궁극의 럭셔리를 표방한다. 또

해석한 것이다. 럭셔리는 이제 모셔

럼 내 ‘열정’을 대표한다면, 메르세데

메르세데스-벤츠는 럭셔리함을 좀

자체로 감성과 지능의 미래를 담아

두고 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

스-마이바흐와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브랜

냈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트를 살

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즐기고

각자의 방식으로 두 컬러 양단의 가

드다. 그리고 메르세데스-AMG는 성

펴보면 고객들의 감성적 측면에 다가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운데에서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이

능과 퍼포먼스 측면의 럭셔리를 강조

와 대조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메르

한다. EQ는 진보적인 럭셔리를 표방

가면서 이성적 부분도 담아내도록 설
계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제품

매혹적인 대비

세데스-벤츠 EQ 는 ‘차가움’의 끝에

하며, 럭셔리의 미래에 새로운 이정

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된다.

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작업 원칙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인 측면

표를 수립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들은

도전으로 인식되기보다 영감의 원천

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저하

이 된다. 좋은 디자인은 뜨거운 동시

니다.

지 않는다. 꿈의 기술을 현실로 구현

에 차가워야 한다. 그리고 감성과 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개별 브랜드

하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에 둘러싸여

성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 양

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DNA에 새

스하고, 직관적인 스마트 컨트롤과

수십 명의 디자이너가 독일 진델핑겐

극단적 요소가 모든 차량 디자인에

긴다. 이는 물론 시스템화되어 관리

신체 접촉을 통한 전통적인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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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진보적인 럭셔리란 무슨
뜻일까? 바그너가 설명하기를, 디지
털과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적절히 믹

디자이너들이 첫 번째
습작으로 그려낸
EQC의 내부 모습.

18

디자인의
6대 원칙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들의 영감의
원천이자 도전이 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
아이콘이 될 만한 것을
디자인하고 감각적인 불빛
아래 선보인다. 감정에
북받치는 경험과 유쾌한
놀라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절묘한 기쁨을
찾아낸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비
디자이너들은 끊임없는
대조 작업을 통해 감성과
지성의 양극단 간 완벽한
조화를 찾아낸다.
인상적인 비율
좋은 디자인은 인상적인
비율과 조화로움, 일관성을
강력하게 표현해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형태와 기하학 구조
조각과 같은 3차원적 표현:
디자인의 형태는 명확하고
기초적인 기하학적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원칙은 감각적이고 입체적인
면을 구현함으로써
완성된다.
독보적인 그래픽
정밀함과 정제된 아름다움,
높은 기술력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감각적인
형태의 디자인에 그래픽을
얹어 이들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다.
감각적이고 입체적인
차량 디자인의 화룡점정은
바로 섬세하고 정교한
디테일에 있다.
자연스러운 끌림
물리적 특성 외에도 컬러와
분위기, 느낌 같은 자연적
특성이 강한 소재로
구현한 디자인 형태는 매우
아름답다. 이를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감각적인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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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완성 단계:
The New EQC의 렌더링
이미지.

제어 방식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택할지는 디자이너들의 작업 철학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댈 수밖에 없다. 디자인 프로세스

차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현실화되었

의 각 단계는 재료를 서로 섞고 다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EQ 브랜

‘매끄러운 디자인( seamless

첫 번째 신호탄이다. 또한 자율주행

design)’으로 알려진 이 특징은 차량

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즈닝 같은 걸

인테리어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이어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과정

드는 일렉트로모빌리티(electromobility) 기반의 제품, 혁신, 서비스에

졌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은 The New EQC 같은 차가 시장에

대한 전체 에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멋을 강조하지만,

출시되기 전까지 계속 되풀이된다.

이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전용 충전소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인 형태나 짙은

최근의 비전 EQ 실버 애로우(Vision

인 월박스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

색 목재와 울 소재를 사용해 편안함

EQ Silver Arrow) 같은 전시용 차도

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혁신적인 소

마찬가지다. 클래식한 차체와 미래

여기에 소개한 첫 번째 The New

재와 블루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

기술적인 요소를 구현한 여러 기능이

EQ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

프를 통해 브랜드의 진보적인 특성을

거장과 같은 침착하고 안정감 있는

한가?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차를 운
전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잘 드러낸다. 그 결과는 처음 접하는

자태로 등장했다. 전설의 메르세데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타났으며, 처

스-벤츠 레이싱카를 연상시키는 1인

음엔 낯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전기

승 차는 미래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차 미학(electro-aesthetic)’이라 할

장을 열어 보였다.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EQC 출시는 2019년

이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기차가 일상

내기 위해 여러 재료 중 어떤 것을 선

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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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디거 바르트(Rüdiger
Barth)는 EQ 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비전 EQ 실버 애로우에
매료되었다.

PHOTOS DAIMLER AG

지속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스마트 기능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드라이브가 가능하고
소음공해 없는 조용한
차 ‘EQ’가 모빌리티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모터쇼에 등장한 비전

EQ 실버 애로우는 고든

바그너가 소개했다.
카레이싱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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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talk
future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 컨벤션(me Convention)’은 IT 분야 종사자와
젊은 사업가, 예술가들의 활기로 가득 찬 축제였다. 우리는 다양한 연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가올 미래,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이나 브르조스카(INA BRZOSKA)
사진: 시나 괴르츠(SINA GÖRTZ)

22

페르 슐리만(Per Schlingmann),
48세, 스웨덴 출신,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변화 관리에 관한
기업 자문을 담당. 소설가로도 활동함.
perschlingmann.se

“미래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 기술은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감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요.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일을 해나가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써 직관력을 키울 수 있겠죠.”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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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웹(Thomas Webb), 26세,
마술사이자 해커. TV쇼 <아메리카 갓 탤런트
(America’s Got Talent)>에서 보여준
마술쇼로 유명해짐.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통해 윤리적인 해킹 트릭을 선보이고 있음.
webb.site

“해킹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재미있게도 우리가

누구도 원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해킹을 이야기할 때 보안 문제도 항시 언급하니까요. 저는 손쉽게 당신의 소셜

결정하길 원하죠.

미디어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그러나 우리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바일 게임 플래피

범위 내에서만 해킹을 합니다.

버드(Flappy Bird) 개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게임 앱으로

현재의 모든 기술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왔다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개발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죠. 그래서 아이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기반 제품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은 개발 코드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

못해요. 점점 더 기술 의존적으로 변하지만 대다수는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

는 것처럼 모두가 코딩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블루

습니다.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이나 회사가 전체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 지배

투스나 라디오 웨이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

할 위험성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에 기

트폰을 사용하지만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

반하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교에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 모든 사람이 이를 수행

가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더 젊고 새로운

할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공상과학영화처럼 기계에 정복당한 삶을 그

가치관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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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 버나드(Winy Bernard),
41세, 강연자로 활동, 듀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Deux Creative Agency)
창립자로 창업, 기술, 여행 및
사람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
winybernard.com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현재를 살 것인가,
즉 현재에 충실한 삶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의 앱 기술은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방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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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
59세, 에이지이스트(Ageist)의
창립자이자 대표.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방식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부여하도록 자문하는 일을 담당.
agei.st

데니사 시메오노바(Denitsa Simeonova),
26세, 불가리아 청년리더 및 창업자협회
(Association of the Bulgarian Leaders and
Entrepreneurs, ABLE)의 CEO.
ablebulgaria.org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소피아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업 정신입니다. 우리 사업의 에코시스템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닌 스타

그렇지만 비정부 기관 및 벤처 캐피털 투자자를 포함한 사업 파트너들과 공고

트업 업체가 많다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잠

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 시스템이지만 탄탄한 협력 기

바(Jamba)인데요. 장애인들 간 교류와 취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죠. 불가리아

반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요.

출신 사업가들은 수익금을 본국에 재투자합니다. 해외 유학파 젊은이들도 꾸준

텔아비브나 베를린 혹은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소피아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히 돌아오는 추세이고요. 저는 불가리아가 사회 발전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쎄요, 베를린보다 물가가 80퍼센트 저렴하죠.(웃음)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

회사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유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원이 풍부합니다. 과거 수년간 기업들은 IT 아웃소싱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 불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가리아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의 DNA에 녹아들어 있어요. 유럽 남동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죠. 향후 유망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

소통을 좋아하죠. 사회 전체를 위해 서로 챙겨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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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 오텔트(Nadja Oertelt), 33세, 과학에
소리를 입힌 미디어 회사 매시브 사이언스(Massive
Science)의 CEO 겸 공동창업자.
massivesci.com

“내년에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세 이하 아동 수를
추월하게 될 겁니다.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은퇴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March 2019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과학자들의 업적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이러한 편견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
과학자들이, 혹은 의료 연구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학을
풀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들은 가볍지만은 않은
강력한 컨텐츠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고상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기후 변화, 글로벌 기아 및 보건 이슈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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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오먼(Paul Oomen), 35세, 간단한
소리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곡가.
그의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의
세계와 그 이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공간 소리 경험’을 개발함.
4dsound.net

‘온몸으로 체험하는 음악’을 개발하셨는데요. 어떻게 음악을 느끼는 건가요?

련이 깊습니다. 음악이 방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을 어딘가로 인도

4D 사운드(4D Sound)를 통해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를 끄집어내 음악
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원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죠. 공간 내 여러 소리 속

하거나,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방의 어느

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호 교감하는 완벽하고 거대한 소리의 숲이 조

여러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감각을 차단하는 이어폰은 더 이상 사용

성된 느낌이죠.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의 떨림 또한 우리 몸

하지 않게 되겠죠.

을 스쳐 지나가죠. 우리 몸 전체가 인지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

소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은 다른 감각과 결합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엇인가를 인식한다고 깨닫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고, 둘러보고, 들을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개념인데요.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음악을 듣게 되는 건가요?

모두 인식하게 되는 인공지능 공간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요. 개인별 상황과

소리를 공간 경험으로 풀어내는 것은 인공지능 환경에 기반한 공간 개발과 관

기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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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게르스트란드(Line
Gerstrand), 39세, 스마트
오르후스(Smart Aarhus)의
공동창업자이자 오르후스의
스마트시티 사업 자문을 담당.
smartaarhus.eu

ME CONVENTION

2018년 미 컨벤션(me Convention)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SXSW와
협업으로 준비한 이번 컨벤션에서는 100명이
넘는 여러 분야의 이론가들이 기술,
예술,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e-convention.com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공유하거나 관련 공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에서 공유 차량, 바이크
또는 스쿠터로 연결되는 ‘커넥티드 교통 솔루션’을 통해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더 많은 도보
공간을 확보하고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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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퀴블러가 V8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30

One
man,
one
engine
마이클 퀴블러는 메르세데스–AMG에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동차 엔진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그에겐 꿈의
직업일 뿐 아니라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독일의 아팔터바흐로 떠났다.
밀착 취재를 통해 바라본 그의 삶.
글: 요르그 호이어(Jörg Heuer)
사진: 미르지크 & 야리슈(MYRZIK AND JAR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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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엔진(One Man
One Engine). 내가
작업한 엔진에 내 이름을
내건다는 건 대담함이
요구되지만 한편으론
매우 매력적인 일이죠.”

32

아팔터바흐에 자리한
메르세데스-AMG의 엔진
공장 전경.

품질보증 인장: ‘1인 1엔진’
철학에 따라 제작되는
메르세데스-AMG 엔진에는
기술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태그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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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제가 만든
모든 엔진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아팔터바흐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영혼이
깃든 엔진’, 바로
그것이니까요.”

8기통 M177 엔진이 출고

준비를 완료했다. 이 엔진은 곧
메르세데스-AMG 63 모델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A

MG는 용기, 열정, 개성, 성과지향주의로 대

슈퍼 스포츠카인 파가니(Pagani)에 장착하는

표된다. 이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V12 엔진도 퀴블러의 작업대 위에서 지난 7년간 조

알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굳은 의지로써

립되었다. 한정판 스포츠카를 제작하는 파가니와

결국 성공해낸다는 걸 뜻한다. “네, 맞아요.

AMG는 독점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V12 엔진을 제작하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려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드는 일이죠.”
오직 수작업만으로 제작하는 V8 엔진의 생

그가 설명을 이어갔다. “아직까지는 한 건의 불만

산 공장이 있는 아팔터바흐에서 36살의 엔지니어

접수도 없었죠. 저 같은 완벽주의자에게는 매우 기

를 근무 시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로 했다.

쁜 일이에요. V12든 V8이든 엔진을 제작할 땐 피와

‘One Man One Engine’ 철학은 이곳 직원들의 철칙

땀이 어린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동료들과 제가 만

이다. 한편으로 여기서 제작하는 모든 엔진이 고유

든 모든 엔진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의 스펙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엔진들은 모

아팔터바흐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영

두 기술 집약적인 산물이며, 경량화를 통해 최고의

혼이 깃든 엔진’, 바로 그것이니까요.”

연비 효율을 내며, 파워풀한 주행 속도와 출력을 책
임지는 하나의 작품이다.

전진, 또 전진

이윽고 퀴블러와 그의 동료들이 자랑할 만한

완벽에 가까운 기술 집약 시설을 둘러보던 퀴블러

고품질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각각의 완성품은

는 남들은 요가를 하면서 얻는 심신의 안정과 행복

그 엔진을 만든 기술자의 사인을 포함한 태그를 부

을, 자신은 엔진을 제작하며 느낀다고 말했다. 엔진

착하게 되는데 이는 엔진 성능에 대한 보증을 의미

만이 아니라 레이싱 트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한다. “이제까지 4,000대가량 만든 것 같아요.” 퀴

도 여기서 제작한다. “엔진을 만들 때면 제 심장도

블러가 회상하듯 말했다.

레이싱을 할 때처럼 두근거리고 최상의 컨디션이
돼요. 물론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따분하고 반복적

MERCEDES-AMG ENGINES OF
THE NEXT GENERATION
현재 메르세데스-AMG의 최고 엔진은 V8
트윈 터보가 장착된 M177과 M178 모델이다.
두 엔진 모두 혁신적인 8기통으로 63과 GT
모델에 사용된다. 컴팩트한 디자인, 낮은 파워
투 웨이트 레이시오(Power to weight ratio;
출력과 무게 비율), 높은 연비, 그리고 AMG를
상징하는 엔진 사운드로 더욱 특별하다.

영혼이 깃든 엔진

인 작업도 있어요. 하지만 새 엔진은 나름의 특별함

아팔터바흐의 메르세데스-AMG 공장은 현재 두

을 지니고 있어요.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와 마

종류의 고성능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기존에 출

찬가지로 오늘도 들뜬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한 63개 모델에 사용된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

때론 ‘너무 비현실적이야’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M177과 GT 패밀리의 핵심 동력이 되는 M178이다.
엔진은 4~5시간에 걸쳐 600여 개의 부품을 직접
손으로 조립해 만드는데 무게는 약 200킬로그램
으로 가볍다. 이렇게 완성된 엔진은 전 세계 AMG

뭐 어때요? 이 일을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걸요.”

를 생산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으로 보낸다.

34

자, 이제 휴식 시간이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f1mike28’의 퀴블러는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팬
과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작업 결과에 그들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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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엔진은
제겐 선물과도
같아요. 가수
믹 재거의 노래
‘새티스팩션
(Satisfaction)’
처럼요.”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그는 커피머신에서 커피

다. “1900년대 초반에 증조부께서 운테르튀르카임

한 잔을 뽑아 상쾌한 공기를 쐬기 위해 바깥으로 나

(Untertürkheim)에서 엔진 시험장을 운영하셨어

갔다. 지나가면서 동료에게 인사하고 잡담도 하며

요. 할아버지께서도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셨고,

직장 이야기를 짧게 나눴다.

제 부모님 모두 다임러에서 일하셨죠.”

아팔터바흐에 있는 조용한 이 도시에서는 모

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엔진 제작 부서에서

두 서로 알고 지내는 듯 보였다. 퀴블러는 커피를

수련 과정도 마쳤다. 디젤엔진 제작으로 시작해서

한 모금 마시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근무하

V6와 V8 모델로 업무를 옮겨 갔다. 더 나은 자격증

는 동안 그가 먹는 건 이게 전부다. 구내식당에는

취득을 위해 야간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10년째가

거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을 끝마칠 때까지

돼서야 현재 일하는 메르세데스-AMG에 지원할 수

는 크게 배고프지 않아요.”

있었다.
“One Man One Engine. 내가 작업한 엔진에

마이클 퀴블러의
인스타그램:
instagram.com/
f1mike28

마법과 같은 매력

내 이름을 내건다는 건 대담함이 요구되지만 한편

퀴블러는 메르세데스-AMG에서 어떻게 일을 시

으론 매우 매력적인 일이죠.” 그는 이렇게 설명했

작하게 된 걸까? “태어날 때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다. “메르세데스-AMG는 마법 같은 매력이 있어요.

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그는 설명을 이어갔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가능한 한 자주 아팔터바

36

마이클 퀴블러는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메르세데스-AMG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다.

흐 공장에 있는 차들을 보러 왔어요. SL 55, SLK

와 레이싱 트랙에서 드림카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

고 묻자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한번

55, CLK 블랙 시리즈와 CLK DTM은 물론 포뮬러
원(F1) 세이프티 카도 있었죠. ‘와우! 이게 정말 내

고,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완벽한 엔진을 제작한

은 호주에서 온 부부가 우리 공장을 방문했어요. 남

가 하고 싶은 일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다는 사실이 그에겐 가장 큰 선물이다.

편은 V12 엔진을 탑재한 메르세데스-AMG를 몰고

“저는 이런 상상을 즐겨 해요. 제가 제작한 엔

있고, 부인에게는 V8 엔진을 얹은 동일 모델을 선

젊은 시절의 퀴블러는 메르세데스-AMG 본사

진을 장착한 메르세데스-AMG 차량이 샌프란시스

물했더군요. 그런데 두 엔진 모두에 붙은 제 이름

로 향하던 그 많은 여정을 통해 꿈을 키워갔다. 메

코를 달리고, 또 다른 엔진은 남부 프랑스를, 그리

을 보고 그 부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

르세데스-AMG는 그의 목표였다. “북극성이었죠.”

고 다른 하나는 독일 뉘르부르크링을 전속력으로

요. 정말 멋진 날이었죠.” 퀴블러가 자랑스러워했을

말하는 내내 그의 눈은 반짝거렸다. 그가 제작한

질주하는 그런 생각이요. 사실 이건 터무니없는 꿈

까? “물론이죠.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

첫 번째 AMG 엔진은? “V12예요. 힘이 끝내주는 엔

이 아니라 현실로 이뤄지고 있죠.”

습니다.”

진이죠.” 가장 까다로운 엔진은? “GT3 엔진. 지켜
야 할 규정과 규격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열심히 달리는 엔진

를 계속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모든 완

마이클 퀴블러는 일을 하는 동안 감정이 북받치

성된 엔진은 제겐 선물과도 같아요. 가수 믹 재거의

는 순간을 경험한다. 아들과 GT3 경기를 관람하며

노래 ‘새티스팩션(Satisfaction)’처럼요.” 퀴블러와

자신이 제작한 엔진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동료들의 장인 정신과 헌신 덕분에 전 세계의 도로

것 외에도 퀴블러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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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기고가 요르그 호이어는
퀴블어의 인스타그램을 오랫동안
팔로우해 왔는데, 마침내 그 엔지니어를
직접 만나 “정말 짜릿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A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은 국내 미출시 차량으로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38

고객에게 칭찬받는 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특히 여러 고객들이
입을 모아 자신의 취향이 잘 반영된
차라고 말한다면 더욱 궁금해진다.
여기 메르세데스–벤츠 직원들은 그
대답을 알고 있다. The New A–Class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REPORTS EDITORIAL DEPARTMENT PHOTOS DAIMLER AG (2), STEFAN FREUND (4), FRITZ BECK (2)

글: 편집부
사진: DAIMLER AG, 슈테판 프로인트(STEFAN FREUND),
프리츠 벡(FRITZ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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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시스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있었습니다. 20년 전 A-Class가 처음 출시됐을

향후 고객들의 요구가 늘어날 경우 차량의 표준

때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자동차 업계에 큰

사양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획을 그었죠. The New A-Class 모델도 여러

The New A-Class 출시에 따라 메르세데스-

가지 측면에서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벤츠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컴팩트형 모델에도

있습니다. 정교한 기능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음을 입증했죠.

지녀 시장의 주목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처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진은 고객들의

프로그램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소리를 듣고 이를 신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지원을 통해 고객이 최신 소프트웨어에 기반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모델보다

차량을 운전하도록 할 겁니다.

차량 내부가 많이 넓어졌어요. 게다가 고객들이
깜짝 놀랄 만한 스마트 기술 기반 장치도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The New A-Class를

장착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승차감 때문인데요. 마치
장갑처럼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들죠. 여러 가지

일례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능을 하나의 컨셉트로 통합했기에 이런 승차감을

자동차와 운전자 사이에 이제 직관적인 교류가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데요. 운전자가 말로써 쉽게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장치로 동급 모델에는 처음으로 도입한
기능입니다. 이를 한 번 경험한 운전자라면

악셀 해리스(Axel Harries) –
제품 개발 및 판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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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DAIMLER AG, STEFAN FREUND, FRITZ BECK (2)

“A–Class는 이미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발팀은 신형 모델에
좀 더 발전된 기능과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저는 The New A-Class 셋업 어시스턴트(Setup

Assistant)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
자가 자신의 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
도록 돕는 매우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끼리는
마법사라고도 부르죠. 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
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 ‘스크린을 볼 때 운전자의 시야
는 어디를 향하는가?’, ‘스크린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 등등이죠.
저는 인지과학을 전공했는데요. 시지각력, 학습 능
력 및 감정 같은 고차원의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분
야입니다. 인지과학은 컴퓨터공학, 심리학, 신경생
물학, 언어학, 수학 및 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접
점에 놓여 있어요. 이처럼 여러 학문을 넘나들며 얻
은 지식이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죠. 분석 내

“저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개발할 때
세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먼저 컨텐츠와 제어판의 디자인이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고객들이
The New A-Class를 바로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이 UX를 정말로 좋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예요. 처음 몇 주 동안만
신기해서 사용하다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죠. 운전자가 항상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차에 탈 때마다
“정말 훌륭해!”라고 감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내장재를 포함해 다양한 장식 요소 활용을 고
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프로그레시브 라인(Progressive
Line) 모델은 The New A-Class가 메르세데스-벤츠 고
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스포
티함을 강조한 AMG 모델은 인테리어 컬러를 블랙과 티
타늄 펄 그레이 그리고 블랙과 네바 그레이의 조합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The New A-Class에만 독
점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화이트 메탈릭 외장 컬러와 완
벽한 조화를 이루죠. 알루미늄으로 제조한 내장재는 스
포티한 룩의 완성도를 제고했어요. 개인별 맞춤이 가능
한 또 다른 기능은 앰비언트 라이트로 총 64가지의 컬
러 선택이 가능하며, 무드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산티(Marco Santi) –
사용자 경험 개발 엔지니어

클라우디아 브라운(Claudia Braun) –
컬러 및 소재 디자인 총괄

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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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와 혁신을 강조한 인테리어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외장 마감을 함께 접목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중에서도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 라인(Style
Line) 모델은 블랙과 네바 그레이 컬러 패브릭, 스포티
한 오렌지색 솔기의 조합을 보면 스포츠웨어에서 영감
을 얻었음을 명백히 느낄 수 있죠. 나무의 결이 그대로

마지막으로, 사람은 저마다 다르므로 개개인의
취향과 기분 등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말이죠.”

용에 기반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

시모네 쿠렉(Simone Kurek) –
인터랙션 디자이너

“컬러 및 소재 개발 디자인팀에서는 The New A-Class
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자동차로 생각해요. 우리는 따
뜻하고 차가운 색을 같이 섞어보는 등 늘 새롭고 신선한
발상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컬러 사용 이력을 항상 참조합니다. 21세기는 창
의성과 독창성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신
음악은 물론이고 스트리트 스타일과 관련한 블로그를
구독하거나 패션쇼에도 참석하며 심지어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까지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The New A-Class
의 색상은 세련되고 스타일이 살아있어야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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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은 디자인의 한계를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매일 합니다. 예

전거를 싣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이걸 가능하게 했

극복했어요. 이제 좀 더 얇아진 문 덕분에 운전자는

3.5센티미터 정도 넓게 팔꿈치를 펼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자동차
외부의 랙에 고정해 자전거를 이동하는 게 불편하
다고 하더군요. 그는 안전하게 자동차 트렁크에 자

를 들어 ‘차에 앉으면 무엇이 보이나?’ 같은 간단하

죠. 트렁크의 해치를 넓히고 이전 모델과 달리 미등

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 말이죠. The New A-Class

을 해치 라인에 따라 분리했습니다. 이제 제 동료

의 운전자에게 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

가 할 일은 재빠르게 휠을 제거하고 자전거를 뒤에

합니다. 물론 차창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광경까지

싣는 것이죠. 뒷좌석을 접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컴팩트 모델이지만 우린

유모차도 The New A-Class의 짐칸에 쉽게 실을

The New A-Class의 운전자와 앞 유리창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A 필러를 얇

수 있어요. 또한 이전 모델은 음료수 상자가 4개까
지 들어갔는데 이제는 6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게 만들고 사이드미러 사이에 조리개를 설치해 시
야를 개선했죠.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더욱 쉽게 사
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발견할

프랭크 바이네르트(Frank Weinert) –
컴팩트카 제작 총괄

“The New A–Class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젊은이를
위한 차량입니다.
고객들이 차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말이죠. A-Class에서 A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기존의 방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전위예술(Avant-garde)을 의미합니다.
유도 충전 트레이 같은 차량 부속품이 대표적이죠.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충전기나 콘센트를 찾을 필요 없이 트레이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The New A-Class의 잠재력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아이콘을 누르면
차량을 사무실로 쓸 수 있으며, 캘린더 아이콘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와 연동해
각각의 컨퍼런스 장소로 길을 안내합니다. 전화
시스템은 번거로운 PIN 코드 입력 없이 자동으로 화상
회의에 연결하거나 원하는 모든 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 미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차 밖에 있는 운전자가
연료탱크의 잔량을 확인할 수도 있죠. 또 인근의
주차장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심지어 신호등 표시로
주차장이 혼잡한지도 알려줍니다.

크리스티앙 구겔(Christian Gugel) –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상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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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DAIMLER AG, STEFAN (3)

“우리는 The New A–Class의
시제품을 개발 공정 초기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차 안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개선 사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테리어 포인트는 거대한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죠.
The New A-Class 인테리어의 독창성은 넓은 공간 설
계와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디자인 및 손쉬
운 컨트롤 기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니멀한 디자인 접
근은 내부에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와이드 스크린 콕핏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
니다. 속도계 바늘조차 기계식이 아니죠. 이 혁신적인 기
술은 S-Class 고객들에겐 소개된 적 있지만 이제는 컴
팩트카 운전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The New
A-Class 모델 표준 사양에 포함된 전화와 내비게이션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며, 차량 중앙에 위
치한 콘솔 위 터치패드를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죠.

“The New A-Class는 동급 차량 중 가장 스포티

만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The New A-Class

하고 진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장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파나메리카나 라디에이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모델에 맞는 가장 멋진 비율

터 그릴(Panamericana Radiator Grille)을 장착

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낮은 전면부 디자인과 정교한 멀티빔 LED 헤드
램프일 것 같네요. 낮은 전면부 설계는 매우 대담한

비율이란 차량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

시도였어요.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항상 멋진 비율을 자랑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였죠. 동급 차량 중 가장 큰

하는 차를 선보여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먼저

휠을 장착한 부분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최대한 간결하게 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확히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
필요한 선을 여기저기에서 하나씩 지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기능성을 높이면서 이전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스
포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아름답고

우리의 일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명료함을 구현하

동시에 영리해야 합니다. The New A-Class는 미

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이 아닌 면을 통해 형태를

와 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가 낮보다 밤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동급 차량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
은 매우 훌륭합니다. 64가지 컬러 선택과 직간접 조명
조절이 가능해요. 훌륭한 협업을 통해 낳은 아주 특별한
기능이죠. 물론 이는 처음부터 내부 조명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하는 사양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
니다. 또한 우리는 터빈처럼 생긴 새로운 디자인의 에어
컨 송풍구도 개발했습니다. 송풍구에는 불도 들어오는
데 차 안의 온도를 낮추면 파랗게 변하고 높이면 빨갛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나요?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A-Class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mbmag.me/a-class
시모네 쿠렉과 마르코 산티를 제작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mbmag.me/i-made-it-kurek
mbmag.me/i-made-it-santi

하트무트 싱크위츠(Hartmut Sinkwitz) –
인테리어 디자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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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레스닉(Robert Lesnik) –
외장 디자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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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은 국내 미출시 차량으로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Drive

Triple celebration
전 테니스 챔피언인 리나는 중국의 슈퍼스타다.
그녀만큼이나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도시인 충칭 여행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GLC에 탑승했다.
글: 요르그 호이어(JÖRG HEUER)
사진: 게오르기 그란차로프(GEORGI GRANCHAROV)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미출시 모델로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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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충칭은
7개 도시를 합친
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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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배서더
리나는 중국의 테니스
붐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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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양쯔 강 옆에 세워둔
GLC. 그 뒤로 이 거대한
도시의 수많은 다리 중
하나가 보인다.

리

나(Li Na)는 복잡한 충칭 시내에 자리한

아 전역에 테니스를 널리 알리면서 <타임>지는 그

웨스틴 호텔 54층 창가로 웃으면서 걸어

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왔다. 그녀는 열대 휴양 섬인 하이난에서

선정했다. 테니스 스타로의 성장을 다룬 특집 영상

가족과 휴가를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

었는데, 충칭 시내와 멋진 푸른색 메르세데스-벤츠

도 지금 제작 중에 있다. 리나는 오랫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GLC와의 조우는 이미 끝낸 뒤였다. “안녕, 엄마는 이

웨스틴 호텔 54층에서는 충칭 도심의 마천루

제 일해야 해.” 리나는 두 손바닥을 부딪치며 남편과

를 비롯해 수많은 다리와 양쯔 강의 멋진 전망을 즐

두 아이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호텔 꼭대기 층의 수

길 수 있다. 리나는 중국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

영장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시 중 하나인 우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베이징

를 탔다. 까마득히 높은 수영장과 시내가 한눈에 들

에 살고 있다. 그녀도 충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

어오는 멋진 전경에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 “충칭이 ‘겹경사’라는 뜻인 거 아세요? 오늘은

36살의 은퇴한 테니스 스타인 리나는 2011년
프랑스 오픈, 2014년 호주 오픈 여자 단식을 제패
하며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리나가 아시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다행히 날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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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덥지 않았다. 여름에는 워낙 더워서 종종 ‘불가
마 도시’로 불리는 곳이니 섭씨 38도면 양호한

막강 트리오: 테니스 스타
리나와 메르세데스-벤츠
GLC,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 충칭의
랜드마크인 유서 깊은
시계탑(사진 뒤 오른쪽).

SUPERSTAR

리나

PHOTO GETTY IMAGES

그녀는 6살부터
배드민턴으로 운동을
시작했으나 곧 테니스로
이어졌다. 1999년
프로로 전향하고 5년 뒤
여자 테니스 단식 부문
100위 안에 진입했으며,
2010년에는 10위권 안으로
올라섰다. 그리고 1년 후
생애 처음 프랑스 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14년 세계 랭킹 2위에
등극한 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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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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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도시:
길가에 늘어선
노점은 특히 야간에
인기가 많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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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금빛 찬란한 광경:
시선을 사로잡는 타워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
음산한 공업단지였던 엘링
어 창은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가 되었다.

편이다. 그녀는 신차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둘러

처지지 않는다. 멋진 스카이라인은 물론 몇 천 개의

보았다.

다리와 수십만 개의 식당, 수많은 공원이 있다. “완

이 차의 롱 휠베이스 모델은 아직 출시 전으로

벽한데요!” 리나가 SUV 차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곧 중국 시장에도 판매될 예정이다. 출발 전 리나는

“이 도시와 GLC 그리고 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

스틸레토힐을 벗고 안전한 드라이빙 슈즈로 갈아

는 것 같아요. 추진력, 에너지, 침착함 말이에요.” 그

신었다. 충칭은 양쯔 강과 자링 강 합류 지점에 위

녀가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앰배서더가 된 지 얼

치하는데 면적이 오스트리아에 필적한다. 그리고

마나 됐느냐고? “처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2011

인구수는 3,8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년 이후로 계속이요.” 잠시 그녀가 생수를 한 모금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

마신 뒤 말을 잇는다. “그 슬로건이 좋았어요. ‘최고

으면서 연간 10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이룩해 중국

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하

전체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아시아

죠. 최고가 되자. 만일 제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의 실리콘밸리를 육성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여기

면 최상의 자리까지 올랐겠죠?” 32살에 테니스를

다. 2016년 기준 연 300만 대 이상을 제작한 핵심

그만두게 만든 그녀의 오른쪽 무릎 부상을 말하는

자동차 생산 기지이며,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랩톱

것이다. 리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의 상당

컴퓨터 2대 중 1대는 충칭에서 생산된다. 이 도시에

부분을 자선사업에 기부했다.

서는 매일 6,0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GLC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자.
mbmag.me/glc

결국 인생은 즐기는 것

20여 년간 중앙정부의 관할 지역으로서 중국
내 경제특구로 지정된 충칭에는 모두 7개의 도시가

홍애동 전통 시가지로 가는 길에 그녀는 테니스를

있다. 각각의 도시는 몇 백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

칠 수 없게 된 그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

으며 유럽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도 뒤

는 선수 시절 치열했던 경쟁을 더 이상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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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위해 꼭대기 층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 리나는
아침 안개에도 불구하고
충칭 시내의 전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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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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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면 차로
꽉 막히는 도로: 태양이
맹렬히 타오르는 낮
시간에만 이렇게 평화롭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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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C
하지 않았고 최고조에 달했던 압박감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감을 받았고 코트 위에서 조금 거칠게 플레이하는

“조깅 후 시원하게 마시는 섄디(Shandy, 맥주
와 레모네이드를 섞은 술) 한잔은 어떤 것에도 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여유로

잘 어울리는 한 쌍:
환상적인 푸른색 GLC의
핸들을 잡고 있는 리나.

돋보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 선수에게 많은 영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 어차피 테니스 경기에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그녀는 홍애동의 좁은 테라스 골목을 씩씩하

움, 쇼핑을 즐겨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됐

게 걸어갔다. 강 건너편에 보이는 오페라하우스의

죠.” 그녀에게 “1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집에서 TV

야경을 찍느라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를 통해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느낌은 어떤가

녀의 경호원들은 야경 명소에서 셀카를 찍는 사람

요?”라고 물었다. 리나는 후방 카메라를 이용해

들 때문에 유명 스타가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충칭

GLC를 주차하며 이렇게 답했다. “아, 그냥 전 제 일

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리나를 알아보고 SNS는 이

을 한 거예요. 직업이니까.” 언제나 그렇듯 그녀의

미 시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의외로 모든 것은 차

대답은 약간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분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도시의 잘 정비된 도로

우상이 화려한 의상과 사자 머리 금발로 유명한 미

위 정체는 오래가지 않았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국의 테니스 스타 안드레 애거시인 것은 어쩌면 당

차량도 많이 보였다. 충칭에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

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안드레 애거시는 어디서나

니라고 하는데, 교통 당국에서 늘어나는 신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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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 차량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지만 국민 1,000명당 자차 보유자는 겨우

60~70명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수치와 비
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는 다른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리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GLC를 운전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입으로 후후 불
어 떼면서 말이다. 그녀는 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폰
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가족에게 보내려고요.”
바깥 온도가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자 그녀는
에어컨을 22도로 맞추었다. 이런 아열대기후 지역
에서 여름에 에어컨은 필수다. 더운 날씨 때문에 지
치지 않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리나는 무심하게 대
답했다. “전 파이터잖아요.”

북적이는 도시
테니스 경기 때문에 전 세계를 여행했을 텐데 좋아
하는 곳이 있다면? “소도시들이요.” 이렇게 답한 그
녀는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 같은? 우리에게 유럽의 모든 도시는 작은
편이니까요.(웃음) 오래됐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
게 해주는 평화로운 곳들이죠. 모든 게 빠르고 복
잡한 충칭과는 달라요.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움직
이는 이곳에선 매우 익숙한 긍정의 에너지를 느낄

Tips
1

Feast

2

충칭은 중국 내에서도
특히 훠궈로 유명하다.
양쯔강 선원들이 잔반을
모아 만들어 먹던 음식이
이제는 미식이 되었다.
사진은 리틀 스완
레스토랑(Little Swan
Restaurant).

Browse

강변 경사면에 있었던
홍애동의 오래된 주택들은
이제 상가와 식당으로
탈바꿈해 충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3 Sleep
54개 층으로 이뤄진

4

충칭 시내의 웨스틴
호텔은 최상층에 멋스러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양쯔 강과 자링 강
사이의 ‘섬’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Admire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이커슈
(Yikeshu) 전망대에서
충칭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다. 불야성의
진면목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수 있죠.” 그녀가 내게 시원한 생수 한 병과 간식을
PHOTOS SHUTTERSTOCK (2), MARRIOTT/WESTIN HOTELS, GEORGI GRANCHAROV

함께 건넸다. “꿀에 절인 말린 자두와 소금 약간을
같이 먹어보세요. 자리에 흘리지는 마시고요.”
충칭 오페라하우스에서 트렌디한 구시가인 엘
링 어 창(Eling Er Chang)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생

CHINA

Peking

Wulidian

Chongqing

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대규모 신문 인쇄소와 조

Jialing River
Hongkong

폐공장이 있던 지역에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카

1

CHONGQING

2
3

페, 푸드트럭, 양산을 든 아가씨들이 길을 따라 늘

Yuzhong

어섰다.
오후가 되어서야 리나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Shanhuba

그녀에게 오늘 여행이 어땠느냐고 묻자 “이곳의 분

Jangtse

4

Dunhou

위기가 맘에 들어요. 너무 다른 모습이 뒤섞여 이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네요.” 그녀는 지금
까지 타고 온 GLC의 뒤꽁무니 쪽을 가볍게 툭 치더

Nanpingzhen

니 내게 악수와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특히 이 친
구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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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미출시 모델로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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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C
모델

Mercedes-Benz
EQC 400 4MATIC**
색상:
하이테크 실버
이산화탄소 배출량(g/km):

0
연비(kWh/100km,
유럽 기준):
22.2
최대 주행거리(km,
유럽 NEDC 측정 기준):
450 이상
최고출력(kW/hp):
300/408
최고속도(km/h):
180(제한속도)
가속력(0-100km/h):
5.1초
충전 용량(kWh,
유럽 NEDC 측정 기준):
→ 80
** 전기배터리 소모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련
수치는 예비 조사 데이터이며,
향후 기술 서비스 기관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최대 주행거리 역시
초기 조사 자료임. 유럽형(EC
TYPE) 승인 및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는 준비 단계임.
상기 제공 정보와 향후
공인기관 평가 결과 간 차이
발생 가능.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lectrifying!
The New EQC를 소개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최초의 순수 전기차 SUV인
The New EQC는 전기차의 미학적 측면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으며, 매일의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행거리를 설계하였고 최고의 안전성까지 보장한다.

56

편안하다
이 SUV 차량은 탄탄하고
강력한 외관을 지닌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표방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적절히 조합했다.

활동적이면서도 우아하다
EQC 사륜구동 방식은
도심, 고속도로, 진흙탕길
상관없이 어디에서
주행하든 두각을 나타낸다.

복잡하지 않다
‘맥스 레인지’를 포함해
총 5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운전석의 모든
조작 버튼은 매우 쉽고
간단하게 작동한다.

신경 쓸 필요 없다
EQ 브랜드에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한
메르세데스-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MBUX)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현재의
배터리 충전량과 주행 가능
거리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아

마도 첫눈에 반한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쓱 한 번 보

최대 주행거리를 기록했다. 독일과 중국에서 생산되며 2019년 첫

기만 해도 The New EQC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작품

출시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순수 전기구동 플러그인은 NEDC*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차일 뿐 전통적 강점인

예측치 기준 450킬로미터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한다. 2개의

최고의 안전성과 독보적인 승차감을 보유한, 틀림없

전기모터 덕분에 The New EQC는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단 5초

는 메르세데스-벤츠다. The New EQC는 5가지의 주행 프로그램

만에 도달하며, 역동적이지만 조용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전혀 없

을 제공한다. 그리고 ‘맥스 레인지(Max Range)’라는 말 그대로

다. 전기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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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
designed to assess
power consumption

EQC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배터리 고속 충전을 위해서는 공공 급속 충전소의 DC 차저

The New EQC가 구현한 정교한 디테일의 한 부분이다. 이를 통
해 전기차를 선택한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했다. 아

(최대 110킬로와트)를 이용해야 한다. 온보드 차저(7.4킬로와

방가르드한 아름다움을 전기차에 구현한 선두주자로서 메르세

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나 메르세데스-벤츠 월박스(Mercedes-

데스-벤츠의 새로운 제품과 최신 기술을 대표하는 브랜드 EQ는

Benz Wallbox)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

전기차가 재미뿐 아니라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과 기존의 가죽이나 나무가 아닌 혁신적인 소재를 이용한 트림은

는 명백한 증거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름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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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mercedes-benz.com/eqc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네요”
수지 울프(Susie Wolff)는 메르세데스–벤츠 EQC를 몰고 취리히 시내 도심을 가로질렀다.
취리히 도심의 레이싱 트랙: 전직 카레이서인 수지

어떤 레이싱 트랙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죠.

울프가 2019년에 출시되는 순수 전기차 The New
EQC의 특별한 시승기를 들려준다.

시나요? 특히 자동차 레이싱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관중을 끌어올 것으로 생각하

PHOTOS DAIMLER AG (6), CLAUDIA WEINGART

들 말이죠.
이전에 EQC의 테스트 카를 운전한 것도 매우 즐거웠

만약 몇 해 전 전기차에 대해 질문하셨다면 “멋지긴

다고 했죠. 이제 포뮬러 E 행사의 일환으로 레이싱 트

한데 전 별로 관심이 없네요”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랙 위에서 직접 운전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피드와 고

레이싱 트랙에서 처음 The New EQC를 몰아본 느

도의 긴장감을 사랑하는 전직 카레이서가 이런 생

낌은 정말 황홀했어요. 주행 속도가 엄청나더군요.

각을 한다는 건 의미가 크겠죠. 이제 저는 새로운 기

끊임없이 들려오는 엔진 굉음 없이 트랙에서 드라

술의 열렬한 지지자랍니다. The New EQC 같은 차

이빙 하려니 적응하는 데 몇 분쯤 걸렸지만요. 한

만 있다면 도심에서도 레이싱이 가능하니 카레이싱

바퀴 돌고 나니 훨씬 좋아졌어요.

경기를 외면했던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엔진 소리를 제외하고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 보세요?

항상 초기 시제품을 타보는 혜택을 누려와서 액셀

벌써 여러 지역에서 전기차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러레이터와 핸들링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단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차가 일상의 한

알 수 있었어요. 메르세데스-벤츠가 연구 개발에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투자한 부분이 명확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흥

가능성을 제시하겠죠. 현재까지는 소수의 운 좋은

미롭네요.

사람들만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를 운전할 수

전기차가 아니라면 취리히 도심의 레이싱 트랙에서

있지만 The New EQC 출시와 더불어 이제 많은 사

달리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람들이 전기차를 운전하게 되겠죠. The New EQC

물론이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스위스는 지난

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60년간 자동차 레이싱 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 발전 덕택에 가능해졌네요. 전기차는
소음과 배기가스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취리히에 있는 레이싱 트랙 바로 옆에서 아이들
이 뛰어논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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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울프는 카레이서로서 뛰어난 업적을 자랑한다.
영국 출신으로 윌리엄스(Williams)의 시운전 드라이버로 F1에
진출하기 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DTM 챔피언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소속 선수로 활약했다. susiewolff.com

Our promise
for the future
Mercedes-Benz Korea 2019 Annual Press Conference

행

1월 17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9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2018년의
활동과 실적을 돌아보는 한편, 올 한 해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기해년 새해가

다양한 분야에 확고히 뿌리 내린 사회공헌활동
한국 사회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여도 2018년에는 양과

시작되는 2019년 1월 1일 0시 서울 보신각에서 있었

질 모두 성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마련하는

사를 시작하며 무대에 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

던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서울시 명예시민 자격으로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기브앤레이스와 기브앤바이크 행사를

참여하면서 입었던 한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새해

성공적으로 치르며 기부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연말에

인사를 건넸다. 부임 후 네 번째로 신년 기자간담회 무대에 오른

는 3,452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의 약속, 사

실라키스 사장은 먼저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가 전 세계와 국

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통해 최다 인원 동시 김장 담그기 부문 세

내 시장에서 거둔 실적을 공개했다.

계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231만185대를

안전과 교육 부문에서도 투자와 지원이 이어졌다. 어린이 교

판매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세계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하

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는 2014년

였고, 우리나라에서는 7만798대를 판매하며 전 세계 메르세데

에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 및 부산지역 내 초등학교

스-벤츠 승용 부문에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많은 판

와 사회복지기관 722곳의 어린이 1만5,470명에게 교육을 실시

매고를 올렸다. 연간 판매 실적 7만 대를 넘긴 것은 국내 수입차

했고, 2018년 9월에는 서울시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업무협

단일 브랜드로는 처음이며,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메르세데

약도 맺었다. 아울러 한독상공회의소 및 타 회원사와 협력해 아

스-벤츠 코리아는 3년 연속 국내 수입차 브랜드 판매 1위를 차지

우스빌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 인력 교육과 취업 지원에

한 것은 물론 15년 연속 판매 증가를 이어나갔다.

도 앞장서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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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한복
차림으로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 무대에 올랐다.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메르세데스-벤츠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 하나인 품질 면에서도

“2019년은 EQ의 해가 될 것”
2018년에 거둔 성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 인사를 담은 브리타 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메르세

에거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 세일즈 & 마케팅 총괄 사장의

데스-벤츠 코리아는 신차 전시장 54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 21

영상 메시지가 끝나자 무대 위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순수 전

개, 공식 서비스센터 64개에 1,092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국내 수

기차인 EQC가 등장해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틴 슐즈

입차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다.
아울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옵션형 서비스 상품인 마이

제품 및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EQC가 진보적 럭셔리(Progressive Luxury)라는 EQ 브랜드의 정체성을 소비자들에게 전할 것”

서비스(My Service)를 도입한 서비스센터가 34개로 늘어났고,

이라고 말했다.

평균 서비스 예약 대기일도 1.6일로 2017년 대비 36퍼센트 줄어

다시 무대에 오른 실라키스 사장은 “2019년은 EQ의 해가 될

들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을 밝혔다. 우선 순수 전

주요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높

기차 EQC와 최대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

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고, EQC 구매 고객을 위한 통합형 충전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차
지(Mercedes me Charge)’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 중심의 제품 및 마케팅 활동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한 활동의 스펙트럼도 더욱 넓어졌다. 지
난해 5월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적용 트랙인 AMG 스피드
웨이가 문을 연 데 이어 11월부터는 전문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
램인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시작해 참가자들은 메르세데
스-AMG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컴팩트부터 SUV, 고성능까지 아우르는 공격적인 제품 전
략도 이어진다. The New A-Class, The New A-Class 세단, The
New GLE, AMG GT 4-도어 쿠페를 완전한 새 모델로 출시하며,
C-Class, E-Class, CLS, S-Class 등 다양한 모델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올해 출시할 신제품은 총 14종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모든 것의 중심에 고

고객 경험의 중심에는 폭넓은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

객 만족을 두고 신차 전시장을 60개, 서비스센터를 70개로 늘리

양한 제품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에는 E-Class가 3만5,534대

고, 30분 내에 주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익스프레스 서

가 판매되어 단일 세그먼트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SClass가 7,019대, 컴팩트 카가 6,784대 판매되었고, SUV는 1만
3,702대가 판매되며 전년보다 13퍼센트 이상 판매가 늘어 브랜드

비스를 도입하며, 350억 원을 투자해 부품물류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국내 센터를 중심으로 R&D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참여

의 전체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특히 브랜드 처음으로 국내에 판

형 기부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기브(Mercedes-Benz GIVE)’라는 새로운 활동 축을 추가, 사회공헌활동

매한 EQ 파워 모델인 GLC 350 e 4MATIC은 2,865대가 판매되어

의 폭을 더욱 넓히는 등 책임감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노력을 계속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할 계획이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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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Our Promise for the
Future)’을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2019년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틴 슐즈 제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메르세데스-벤츠 EQ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
The New EQC를 선보였다.

5 stages,
5 newness

같은 EDM 페스티벌이라도 메르세데스–벤츠가 하면 다르다.
거대 펜타곤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 컨셉츄얼 댄스 뮤직 페스티벌,
메르세데스–벤츠 프레젠트 스타디움 2019.

리나라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디며, ‘퓨처 베이스의 신
성’으로 불리는 세드 더 스카이(Said The Sky) 역시 이
번에 한국에서 첫 무대를 갖는다. 유니콘 슬레이어 오브
트랜스(The Unicorn Slayer of Trance)와 마커스 슐츠
(Markus Schulz)의 존재감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헤비메탈 장르와 EDM을 접목해 강렬하면
서도 신선한 음악을 들려주는 설리번 킹(Sullivan King)
과 덥스텝 장르에서 많은 팬을 거느린 좀보이(Zomboy),
그리고 풍부한 멜로디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시업을 선
보이는 페그보드 너즈(Pegboard Nerds) 등 풍성한 라
인업이 눈에 띈다. 또한 관객들에게 장르 아티스트를 추
천받아 테크노의 I_O , 퓨처 하우스의 레트로비전(Retrovision)과 같은 아티스트가 발표되었고, 마지막으로,
전세계 EDM 페스티벌 헤드라이너인 일레니엄(Illenium)
과 리햅(R3HAB)이 발표되며 EDM 팬들에게 열화와 같
은 지지를 받았다.

어

스타디움은 2014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이자마자 대
둠이 깔리면 이윽고 온갖 조명과 LED, 스크

한민국 3대 EDM 축제로 자리 잡으며 큰 인기를 얻었다.

린에서 현란한 색이 뿜어져 나온다. 심장을

올해 공연에는 네덜란드의 무대 디자인 컴퍼니인 ‘KBK

쿵쿵 울리는 베이스 드럼, 온갖 전자 이펙터
와 리듬의 향연으로 아드레날린이 무한정 솟

VISUALS’ 팀이 2019 스타디움의 엔지니어 팀으로 합류
하여 5개의 거대 펜타곤 스테이지 디자인을 시작으로 조

구치고 수천 명의 관중은 한 몸처럼 춤을 추는 이곳은 국

명, 비주얼, 레이저, 특수효과 등의 무대 연출을 맡아 한

내 최초 컨셉추얼 댄스 뮤직 페스티벌인 ‘메르세데스-벤

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

츠 프레젠트 스타디움 2019(Mercedes-Benz Presents
5TARDIUM 2019, 이하 스타디움)’이다.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하며 화제를 일으

연에는 반짝이는 조명을 휘감은 거대한 빛의 인형과 풍

킨 스타디움이 올해도 다시금 돌아온다. 스타디움은 순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을 달고 하늘을 유영하는 스카이 퍼포먼스 외에도 새
롭게 3개 팀이 추가될 예정이라 어떤 환상적인 무대를

수 국내 창작 EDM 뮤직 페스티벌로 5각형의 대형 펜타

올여름 EDM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놓을 메르

곤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점

세데스-벤츠의 스타디움은 6월 29~30일 양일간 서울

이 특징이다. 다섯 개의 무대에서는 각기 다른 장르의 탑
아티스트 10명이 등장해 쉴 새 없이 음악을 들려주며, 공
연의 컨셉트와 어울리는 화려한 공연은 신선한 시각적

감성적인 퓨처베이스 뮤직으로
전세계의 뮤직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1순위로 등극한
일레니엄(Illeniem)이 첫 내한한다.

즐거움을 안겨준다.
올해 공연에도 EDM 장르를 대표하는 총 10명 이상
의 아티스트가 총출동한다. 우선 현시대 최고의 영국 하
드코어 아티스트인 대런 스타일스(Darren Styles)가 우

DJMAG Top 12위에 선정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EDM
프로듀서 리햅(R3H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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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스타디움의 티켓은
네이버 예약과 하나티켓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1일권 7만 7,000원 / 2일권
11만 9,000원). 향후 추가적인 행사에 대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5tardium.com)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욱더 화려하고 알찬 모습으로
진화한 스타디움을 절대 놓치지 말길!

AMG
Driving Academy

지난해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트랙에서 시작한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통해 이미 180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올해 새 가족이 되고픈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들에 대한 답을 모았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AMG 본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는 자신의 차를 쓰나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최신 AMG 모델들이 준비되어

참가자들이 AMG 모델의 탁월한 성능을 안전하고 효율

있습니다. 고객의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적으로 경험하면서 열정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것

AMG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AMG 차량의 차별화된 퍼

이 목표입니다. 달리 말하면 ‘드라이빙 퍼포먼스(Driving
Performance)’라는 메르세데스-AMG 브랜드의 슬로건

포먼스를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모든 프로그램은 AMG 본사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의 인증을 받은 전문 국내 강사진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지난해 5월에 문을 연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립니다.

전·현직 카레이서로, AMG 본사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에는 4.3킬로미

거쳐 참가자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초급부터 고급 수

터 길이의 트랙과 더불어 AMG 라운지와 AMG 전용 피

준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 실력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

메르세데스-AMG 차를 소유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나요?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
험하는 데 중점을 둔 ‘AMG 퍼포먼스(AMG PERFORMANCE)’와 좀 더 전문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습득하는
‘AMG 어드밴스드(AMG ADVANCED)’로 나뉩니다. 하
루 동안 이어지는 AMG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안전 교육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차를 소유한 분들은 물론

AMG 차량만의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경험하
고 싶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

및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한 테크닉 교육을 중심으로 진
행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AMG 어드밴스
드 프로그램은 AMG 퍼포먼스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
으로 이틀에 걸쳐 펼쳐지는 퍼포먼스 드라이빙 집중교
육 프로그램으로 보다 전문적인 주행 기술을 습득하도
록 하는 심화 교육 과정입니다.
여성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반일 과정인 ‘AMG 포 레이디스(AMG for LADIES)’ 프
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가지 테마(안전/성능/활동과 재
미)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은 AMG 퍼포먼스 프로그램과
같으면서 안전 운전부터 완벽한 차량 제어를 목표로 여
성 운전자에 알맞게 난이도를 조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별 참가비는 AMG 퍼포먼스 100만 원, AMG
포 레이디스 60만 원이고, AMG 어드밴스드는 일정 확
정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비의 10퍼센트는 메
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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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New Network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12월 경기도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를 새로 열었다. 총면적 584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인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는 광교 상현역 인근에 자리해
방문이 용이하고, 경부·영동·용인-서울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경기 중남부권 지역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기흥 전시장 신규 오픈

2019년 1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기흥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다. 기흥 전시장은 총면적

1,546제곱미터 규모로 실내외에 차량 90여 대를 전시할 수

있으며, 수원-신갈 나들목과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가까워 경기
동남부를 비롯한 인근 고객에게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외빈 중 시정에 기여했거나 귀감이 된 이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다. 실라키스 사장은 그동안 한국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 그리고
수평적이고 다양성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뿐 아니라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키즈’,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를 주요 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서울김장문화제’의 후원사로 참여, 3억 원의
후원금과 함께 3,542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운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력한 바 있다.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기흥 전시장

5년 연속 F1 더블 챔피언 등극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모터스포츠 팀이 2018
F1 시즌 월드 드라이버 및 컨스트럭트 부문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2014년부터 5년 연속 더블 챔피언에

신년 타종
행사에 참석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

등극,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독보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루이스 해밀턴은 통산 5번째 월드 챔피언십을
기록했으며, 무엇보다 이번 시즌의 우승은 F1 W09 EQ
Power+의 우수한 엔지니어링과 기술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 서울시 ‘제야의 종’ 행사 참여
1월 1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한
‘2018년 제야의 종’ 행사에 타종 인사로 참여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지난해 사회
공헌 및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행사는 명예시민 대표로서 참여하였다. 타종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의 기여자 11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33번의 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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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C-Class

The New C-Class 국내 출시
감각적인 디자인, S-Class에 버금가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장비를 장착한 The New C-Class.

지난해 11월, 메르세데스-벤츠는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세단 C-Class의 부분 변경 모델인 The New C-Class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The New C-Class는 5세대 C-Class의 부분
변경 모델로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기존 C-Class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6,500여 개의 부품 변경을 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었다. 가장 먼저 지난 12월, The New C 220 d
아방가르드가 출시되었으며, 2019년 연내 다양한 모델 라인업이 국내 고객을 만날 예정이다.
The New C 220 d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전면 범퍼 디자인을 적용해 역동성을 높였으며, 최신 디젤엔진을 탑재해
최적의 효율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배기량과 무게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엔진보다 출력은
24마력 증가해 최고출력 194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PRE-SAFE를 비롯해 다양한
안전 및 주행 보조 장치가 기본 탑재돼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도우며, S-Class에 버금가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및 편의 장비가 선택사양으로 제공된다.

R&D 코리아 센터 확장 오픈
지난 11월 7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연구 개발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R&D 코리아 센터의 확장 개소식을 진행했다. R&D 코리아 센터는
이번 확장을 통해 규모와 인력을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 확대하였다.
향후 R&D 코리아 센터는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등 커넥티드 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아시아 연구 개발 허브로서 그 역할을 더욱더 확대할 방침이다.

The New EQC 스타필드 하남 전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EQ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The New
EQC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 전시했다.
개인 SNS에 전시된 The New EQC 사진을 업로드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필드 하남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 스토어의 1+1 커피 쿠폰을
제공했으며, The New C-Class를 시승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가 후원하는 <라이온 킹> 뮤지컬 관람권을 선물했다.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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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수입차 부문
2년 연속 1위 수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의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수입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수입차 고객 및 예비 소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식도, 디자인 만족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수입차 9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에서 수입
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
‘컨슈머인사이트 2018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국산차
및 수입차 전체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부문
1위 등을 수상하며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각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연동화 봉사활동 진행
지난해 12월 28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 혜광학교에서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메아리’ 구연동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의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구연동화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공식 딜러사인 더
클래스 효성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20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 TÜV SÜD 인증 획득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국 인증 중고차 전시장 총 20곳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ÜV SÜD) 로부터 사업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티유브이슈드는 자동차 시험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다.
향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인증 중고차 점검 항목을 198가지로 확대하는 등
공식 인증 중고차에 대한 만족감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
인비테이셔널
2018.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공식 후원
메르세데스-벤츠의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
셀렉션’이 후원한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가 1월 6~7일 양일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
셀렉션’의 일환으로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 뮤지컬
<라이온 킹> 오리지널 월드
투어 공식 후원에 이어 네
번째 후원 활동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고객에게
‘최고의 고객 경험’과 브랜드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메르세데스 셀렉션을 통해
꾸준한 후원 활동과 고객
초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3년 연속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자사의 VIP 프로그램인 ‘서클 오브 엑설런스’ 고객 대상 골프대회인 ‘메르세데스
인비테이셔널 2018’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The
New C-Class를 홀인원 상품으로 제공하고 총 15대의 의전 차량을 지원했다. 국내
골프 문화 발전 기여와 ‘최고의 고객 경험 선사’라는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해 3년 연속
대회를 후원했고, 앞으로도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벤트
개최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고유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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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 서울에 친환경 전기차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추가 신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용 전동 차량을 추가로 도입하고,
레이싱카 정비 작업인 ‘피트-스탑’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추가한 체험용 차량은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순수 전기차인 ‘EQC’를 컨셉트로 한 것으로 전용
충전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기차 사용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으며, ‘피트-스탑’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싱
트랙 피트의 테크니션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다.

가수 이문세는 1978년
데뷔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발라드 장르의 부흥을
가져왔다. ‘소녀’, ‘붉은노을’,
‘사랑이 지나가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를 오래 진행한
DJ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가 전하는 두 사람의 특별한 동행 이야기

Go Together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고 투게더’를 알리는 광고 영상의 주인공은
가수 이문세 씨와 작곡가 고 이영훈 씨다.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우리를 감동시킨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동반자로서 우정은 계속되듯, 고객의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함께하겠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메시지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상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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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세 씨는 오랫동안 라디오 DJ로 활동하

이영훈 씨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2018년 2월

인은 모두 세월이 흘러도 오너의 차가 늘 최고의 성

며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방송인으

에 열린 <작곡가 이영훈> 콘서트에서 이문세 씨는

능과 안전, 가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오너의 동반자

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

“이영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5살, 이영훈 씨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음을

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는 우리나

는 24살”이었다고 회고하며 “요즘 가요계에선 짧

담고 있다.

라 가요계에서 발라드 황제 계보의 시발

으면 일주일 사이에 발표되었던 노래가 사라지기

이런 마음이 고객에게 전해지도록 메르세데

점으로 평가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이기도

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를

스-벤츠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

하다. 그가 가수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시기는

만들었으니 그는 참 뿌듯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를 제공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 네트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1985년 세 번

이문세 씨의 이야기처럼 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

크는 규모 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독일

째 앨범에 수록된 ‘난 아직 모르잖아요’와 ‘소녀’를

어도 노래는 남아 오랜 친구처럼 그의 노래를 세상

본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 인증을 받은 테

시작으로 1987년에 나온 4집 앨범의 ‘사랑이 지나

사람들에게 전한 가수와 그 노래를 듣고 기억하는

크니션,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르세

가면’,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별 이야기’, 1988년
5집에 실린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

‘붉은 노을’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큰 사

늘 고객의 곁에서 변치 않는 진심

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곡들은 국내 대중음악 분야

두 사람의 이야기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새

최고의 상 중 하나인 골든디스크에서 세 차례 대상

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브랜드 캠페인 ‘고 투게더

을 안겨주며 그를 정상의 가수 반열에 올려놓았다.

(Go Together)’의 광고 영상으로 다시 우리의 곁을

그가 탁월한 표현력과 남다른 호소력으로 전

찾아온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장년의 나이에도 꾸

달한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는 후배 가수들에게

준히 활동하는 이문세 씨가 늘 마음속에서 함께하

도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그가 부

는 음악 인생의 동반자 이영훈 씨와의 추억과 그에

른 노래를 리메이크해 지금도 이문세 씨의 전성기

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접할 수 있다.

시절 명곡들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그의

특히 영상이 나오는 동안 배경에 흐르는 노래

노래가 시간의 흐름과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을

‘소녀’는 이영훈 씨가 이문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곡을 만든 이의 공로 역시

작곡한 곡으로, 30년도 넘는 시간을 거슬러 두 사

아주 크다. 그 공로는 당연히 이문세 씨의 목소리로

람이 쌓아온 우정의 깊이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

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준 노래를 창

음을 느끼게 한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

조한 사람, 작곡가 고 이영훈 씨의 몫이다.

어도 영원한 그들의 우정처럼, 고객 곁에서 늘 든
든한 존재로서 함께하고 싶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음악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
1985년 이문세 씨의 3집 앨범 작업으로 처음 합을

진심이 고 투게더 캠페인에 담겼음을 알 수 있다.

맞춘 이후 이영훈 씨는 ‘가수 이문세’가 대중에게 깊

구 영웅 차범근 씨의 애마 230 GE 복원 프로젝트

이 뿌리내리게 한 명곡을 함께 작업했다. 사람들의

에 이어 2017년에는 원로 배우 박근형 씨의 50년

기억에 깊이 남은 여러 히트곡과 명곡은 대부분 이

동안 변함 없는 아내 사랑을 담은 ‘케어 앤 트러스

영훈 씨의 가슴에서 빚어졌다.
실제로 오랫동안 이문세 씨의 3집에서 5집까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는 2016년 전설적 축

트(Care & Trust)’ 캠페인 영상을 공개해 좋은 반
응을 얻은 바 있다.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메르세데

지 이르는 앨범에 담긴 모든 곡은 이영훈 씨의 작품

스-벤츠 서비스가 보유한 높은 기술력을 확인할 수

이었고, 이후 6집과 7집을 낸 뒤 한동안 공동 작업

있었고, 케어 앤 트러스트 캠페인을 통해서는 메르

을 멈췄던 두 사람은 1995년 9집을 함께 만들었고

세데스-벤츠의 뛰어난 안전성은 옆자리에 탄 소중

이후에도 12집과 13집에서 완성도 높은 곡들을 선

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보이며 꾸준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안타깝게도 이

주었다.

영훈 씨는 2008년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

이번 고 투게더 캠페인은 앞서 진행된 캠페인

지만 두 사람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

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분야

반까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큰 줄기를 이룬 명

에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함께하며 힘

곡을 함께 만든 음악적 파트너였다.

이 된 존재를 나란히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 캠페

March 2019

데스-벤츠는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테크니션 컨
테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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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브랜드
캠페인 세 번째 이야기는 가수 이문세와
작곡가 고 이영훈을 주인공으로,
평생 서로의 음악적 친구였던 두 사람의
스토리를 담았다.

기술력이 입증된 테크마스터들은 전문 지식을 바
탕으로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서비스
를 받도록 돕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함께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신차부터 구형 모델에 이

세월이 흘러도 고객의 차가 늘 최고의 성능과 안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고 싶은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의 마음을 캠페인에 담았다.

르기까지 부족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신차 보증 프로
그램과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는 물론, 신차 보

며, 지속적인 부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부

영상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더욱 특별한 고 투

증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의 상

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게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이 참여해 자

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증 연장 프로그램

단 하나, 세꼭지별 엠블럼이 달린 모든 차가 세월이

신의 삶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 또는 앞으로 함께

과 계절마다 실시하는 서비스 캠페인, 주요 소모성

흘러도 오너에게 늘 한결같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걸어가고 싶은 동반자에게 감사의 메세지를 만들

부품을 묶어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차를 관리

이문세 씨와 이영훈 씨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유하는 이벤트를 준비했

하는 서비스 패키지 상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

방향을 바라보며 삶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왔거나

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께는 다양한 경품이

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맞춤형

걸어가고 싶은 동반자가 있게 마련이다. 시간을 넘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동반자의 이름을 시계에 각

서비스 프로그램과 익스프레스 서비스 등으로 한

어 고객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려는 메르세데스-

인해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경품도 마련되

층 더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벤츠의 마음과 더불어 이문세·이영훈 씨의 우정을

어 있다. 고객의 삶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드

또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으로 한층
더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
내 부품물류센터를 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해 왔으

다룬 고 투게더 영상은 TV 광고와 극장 광고는 물

는 동반자인 메르세데스-벤츠 차처럼 메르세데스-

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벤츠 역시 늘 든든한 고객의 동반자로 오랫동안 함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광고

께할 것이다.

Mercedes-Benz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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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Mercedes-Benz
Spring Selection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돋보이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링 패밀리 컬렉션.

TH 남성 후드 스웨트
정면에 포켓이 있는 네이비 컬러
후드 티셔츠. 화이트와 레드 컬러
라이닝으로 경쾌한 느낌을 더했다.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컬래버레이션.
네이비(S-XXL) B6 695 8803-8807 /
21만2,300원

투톤 컬러 장우산
비 오는 흐린 날에도 눈에
잘 띄는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장우산.
레드/오렌지 B6 695 4814
오렌지/옐로우 B6 695 4815
페트롤/민트 B6 695 4816
퍼플/라일락 B6 695 4817
7만7,300원

남성 니트 햇

걸즈 수트케이스

블랙 컬러의 심플한 니트 모자.
정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타 로고를,
뒷면에는 악트로스(Actros) 로고 자수로
디테일을 더해 스타일시하다.

앙증맞은 디자인의 어린이용 수트케이스.
어두운 곳에서 MB 로봇 패턴이 빛나는
발광 효과로 안전성을 높였다.
핑크 B6 695 5201 / 10만8,700원

악트로스 B6 787 1437 / 4만4,800원
1

보이즈 라지 룩색
유니크한 디자인의 어린이 배낭. 어두운
곳에서 MB 로봇 패턴이 빛나는 발광 효과로
안전성을 높이고 디자인에 특별함을 더했다.
B6 695 5767 / 7만3,000원

TH 남성 질렛
그레이 컬러 블렌딩이 멋스러운 남성용
베스트로 간절기에 입기 좋다. 타미힐피거
(Tommy Hilfiger) 컬래버레이션.

2

1

PM 여성 스포츠 탑

걸즈 티셔츠
티셔츠 중앙의 스팽글이 결에 따라
하트 모양이나 메르세데스-벤츠
스타 로고로 바뀌는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귀여운 어린이용 티셔츠.

그레이 블렌드(S-XXL) B6 695 8823-8827 /
32만5,600원

푸마의 기능성 드라이셀(dryCELL)
공법으로 제조해 운동 시 착용하면 최적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용
스포츠 탑. 푸마(PUMA) 컬래버레이션.

레드스트라이프(신장 116/128/140/152)
B6 695 4296-4299 / 4만8,800원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XS-XL) B6 695 8788-8792 / 6만4,100원
2

PM 여성 스포츠 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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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지퍼 포켓이 있어 한결 편리한
블랙 컬러 여성용 스포츠 팬츠.
푸마(PUMA) 컬래버레이션.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 해당 제품들은 4월경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XS-XL) B6 695 8793-8797 / 6만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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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키즈 아이템
그래피티한 패턴으로 유니크하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큐트하게!
다양한 아이템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스타일로 찾아 온 2019년 키즈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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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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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팔케 10% 할인

Restaurant & Cafe
와인타임 15% 할인 및 와인타임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싱카이 10% 할인
키사라 10% 할인
제일제면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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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 더 부처 스테이크 메뉴 10% 할인

소호앤노호 플라워 및 플랜트 상품 10% 할인
및 본사 플라워스쿨 수강료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
(단, 음료와 주류 제외)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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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 마켓 상품 구매 시 5% 할인 및 트루핏
클럽 피팅 서비스 제공(1인 1회 한정)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경희골프교육원 CEO 실전골프마스터 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메르세데스 카페 바이 더클래스 효성
20% 할인(1일 1회 최대 4인까지)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

15% 할인

Healthcare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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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솔가 비타민 20% 할인

Living &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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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새로운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금호아트홀 기획 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아이큐에어 Health Pro 250 및 필터 3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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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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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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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2019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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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Line–up

The New C–Class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The best or nothing)’는 고틀립 다임러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완성된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라인업을 소개한다.

Sedan

Dream Car

C 220 d

55,300,000

E 220 d AV
E 300 AV
E 300 EX
E 300 AMG Line
E 300 4MATIC AV
E 300 4MATIC EX

68,700,000
63,500,000
77,000,000
77,000,000
79,700,000
80,600,000

S 350 L
S 450 4MATIC L
Mercedes–AMG S 63 4MATIC+ L

147,000,000
166,800,000
241,500,000

E 220 d Coupé
E 220 d Cabriolet
CLS 400 d 4MATIC
CLS 400 d 4MATIC AMG Line

98,500,000
107,500,000

SL 400

132,900,000

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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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0,000
74,500,000

Compac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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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00,000
47,800,000
53,500,000
73,400,000

EQ
GLC 350 e 4MATIC

66,900,000

GLC 350 e 4MATIC Premium
GLC 350 e 4MATIC AMG Line

82,700,000

74,800,000

SUV
GLS 500 4MATIC

GLC 350 e 4MATIC

150,300,000

Mercedes-AMG GT S

AMG GT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S

171,500,000
210,000,000

* 상기 소개된 차량의 리스트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기준입니다.
* 상기 가격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상기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권장 가격일 뿐 옵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CLA 250 4MATIC

March 2019

* 2019년 3월 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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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KS

공식 전시장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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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500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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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98
Tel. (070) 04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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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Tel. (031) 74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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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72
Tel. (031) 8094-6100
안양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72번길 73
Tel. (031) 596-2600
용인 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Tel. (031) 29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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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