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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① 고소득 맞벌이 부부, ② 인테리어, ③ 성공, ④ 카푸

Dimitris Psillakis
CEO,
Mercedes-Benz Korea

어, ⑤ 특별한 날, ⑥ 가성비, ⑦ 브랜드 역사로 나타났습
니다. 이를 통해 E-Class가 한국에서 사랑받는 이면에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등장과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 한국 사
회의 새로운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무척 인상적이면서 동시에 이
처럼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
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E-Class에 대한 고객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여름 휴
가철의 들뜬 감정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을을 좋아합니다. 특히 단풍
이 물든 거리를 운전하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
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자사 EQ
브랜드 최초 전기차인 EQ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에

이

맞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릴
번 여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물론 저 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꿈꾸는

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세단을 상징하
는 모델인 10세대 E-Class가 2016년 6월 국

내에 공식 출시한 이후 약 3년 만에 10만 대 판매를 넘어
선 것입니다. 수입 차에서 단일 모델 10만 대 판매를 달
성한 차는 현재까지 10세대 E-Class가 유일합니다. 10
세대 E-Class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등 혁신적인 기술은 물론,

다가오는 가을에는 EQ 브랜드 최초 전기차인
EQC를 선보이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모던 럭셔리의 정수를 담은 디자인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이런 기념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메르세데스-벤츠는

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해 지금껏 세계 최고의 자동

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9월 30일까지 E-Class 10

차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

만 대 판매 감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무거운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고객들이 가장 행복한 모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층 진보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

빌리티 라이프를 영위토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5주

해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년을 맞이한 메르세데스 사회공헌위원회의 활동도 이와

뿐만 아니라 E-Class의 성공에 담긴 한국 사회의 특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눔과 행복에 대한 저희의 열정은

징적인 현상을 이해하고자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

5주년을 넘어 15년,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 쉼 없이 나아

다. 210억 건이 넘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결과 메르세데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의 행보에 따뜻

스-벤츠와 E-Class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7가지 키워드

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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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아일랜드 링 오브 케리(Ring of Kerry)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아일랜드의 이베라 반도.
남서부 킬라니(Killarney)에서 출발하면 거친
해안선을 따라 구비구비 늘어선 수많은 커브 길과
마을들을 지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운전해야만
바다를 끼고 달리며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8

179킬로미터의 아일랜드

이베라 반도 여정은
거칠고 험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왓스리워즈(what3words)는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3개의
단어만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1

3

Hiking Hiking

광활한 킬라니 국립공원에
가면 3개의 호수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참나무 숲을 즐길 수 있다.
w3w.co/foil.confusing.
gloomy
2

Accommodation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느껴보고
싶다면 켄메어(Kenmare)의
5성급 호텔인 파크호텔이
제격이다. 과거 양식을
재현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매우 훌륭하다. 원한다면
근처의 고인돌 무덤 유적지도
가볼 만하다.
w3w.co/shorts.utopia.
elegance
4

Pubs

캐허시빈(Cahersiveen) 지역의
페르타(Fertha)는 대를 이어
운영하는 전통 있는 바(bar)다.
이곳은 라이브 뮤직과
기네스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w3w.co/foreground.
necklaces.breastbone

Lookout

레이디스 뷰(Ladies View)는
공원 내에서 강의 상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하다. 운이 좋다면 고원
위에서 백파이프 연주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w3w.co/benign.class.
predecessors

5

Cruising

소원을 이뤄준다는 위싱
브리지(Wishing Bridge)는
험준한 산을 가로질러 좁고
굽은 길 위에 놓여 있다.
w3w.co/migrants.
thankfully.brie

Killarney
5

1
2

4
3

Caherdaniel

Ireland

N
10 km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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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품을 전시하지 않고도 특정 회사의 전체 제품을 소
개할 수 있어요. 재고 관리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의
참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또한 븐타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데요. 소비자 참여율부터 구매전환율까지
집계할 수 있어요. 안면 인식 장치를 통해 전체 이
용자 수, 이름, 이메일, 나이, 성별, 제품 호감도까지

애슐리 크라우더는 2012년 븐타나를
창립했다. 본사는 로스앤젤레스 실리콘 비치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미국 내 스타트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훌루(Hulu)와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어니스트컴퍼니(The Honest Company)도
자리해 있다.
vntana.com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와는 이
미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적이 있더군요.

한 인터랙티브 홀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팬들은

애슐리 크라우더(Ashley Crowder)는
스타트업 븐타나(Vntana)를 설립해
가상 세계를 현실에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홀로그램을 이용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븐타나의
막강한 기술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자.

홀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우상과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더러와 경기한 영상을 SNS
에 올릴 수도 있죠.
홀로그램 기술이 교육 분야에도 유용할 것이라 이야
기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최근 우리는 사람의 심장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하
는 데 성공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심장의 위치를
원하는 방향에서 들여다봐아할 때가 있잖아요? 바
로 홀로그램을 이용해 심장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제약회사들과 공동
작업 중인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홀로그램을 이용

홀로그램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전에 불

해 약물이 우리 신체 기관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가능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홀로그램 기술 덕분에

우선 우리가 개발한 븐타나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40~60퍼센트 이상 더

해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를 실제 공간에 투사할 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어떤 이미지든 지금 바

홀로그램 기술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보시나요?

로 다 같이 즐기는 게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장비를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기업체나 개인이 웹사이트를

구매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홀로렌즈(HoloLens),

구축하기 어려웠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그러다 워

매직리프(Magic Leap) 안경 같은 증강 현실 기기를

드프레스(WordPress)나 위블리(Weebly)가 등장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가상현실 속 디지털 이미지를

했고 일이 손쉽게 해결됐어요. 븐타나도 같은 목표

실생활에 활용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죠.

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우리 플랫폼을 기반

그렇지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은

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더더욱 많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 스

구매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데이터로 확인이

스로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모든 회사가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홀로그램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도 있나요?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에 기반한 고객 관리 플랫폼

우리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면 매장에 실제 제

을 구축할 날이 머지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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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Mercedes-AMG GT 63 S
4-door Coupé
연비(1/100 km)*
도심: 15.2
고속: 8.9
복합: 11.3
이산화탄소 배출량(g/km)*:
257(combined)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1,600마력의 수상 스포츠
메르세데스-AMG와 시가렛
레이싱(Cigarette Racing)이 합작해
만든 11번째 보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Mercedes-AMG GT 63 S
4-door Coupé를 벤치마킹해 제작한
이번 보트는 성능과 디자인에 있어
가볍고 내구성 좋은 탄소섬유 부품
사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bmag.me/amgboot

photos Daimler AG, Private

네. 페더러 선수를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팬들을 위

마요르카 여행을 빛낼
유용한 제품들

최고 휴양지 스페인 마요르카섬에서의
휴가를 더욱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

2
1

4

3

1 블루투스 스피커, 249유로: 해변의 휴식에 어울리는 멋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marshallheadphones.com
2 만년필, 20유로: 휴대폰 텍스트 메시지 대신 편지를 써보자. kaweco-pen.com/en 3 스마트 망원경, 3,100유로: 디지털 기능이 있는 망원경. vaonis.com
4 셔츠, 110유로: 평화로운 섬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껏 뽐낼 수 있다. woodwood.com 5 메르세데스-AMG 드라이빙의 필수품, 29.9유로: 운전하면서 세계 최초의
무알코올 증류주를 즐겨보자. seedlipdrinks.com 6 이니셜이 새겨진 여행용 가방, 880유로: 나만의 여행을 위한 맞춤형 액세서리. verytroubledchild.com

12

photos pr

6

5

Imagine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콘서트 전,
알론드라 데 라 파라는
사색에 잠겼다.

A moment of silence
지휘자 알론드라 데 라 파라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갖는 치유의
힘을 믿는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모차르트 주간에 잘츠부르크에서
그녀와 만남을 가졌다.
글: 헨드리크 레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슈테판 아름브루스터(STEFAN ARMBRUSTER)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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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DRA
DE LA PARRA –
CONDUCTOR
그녀의 지휘는 활기가 넘치고
마치 마법에 빠진 것처럼
황홀하다는 극찬을 받는다.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콘서트홀로 투어를 다니고
있다. 그녀는 23세 되던
2004년에 아메리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후
멕시코 문화홍보 대사로서
중남미 음악과 작곡가들을
지원해왔다. 뉴욕, 파리, 베를린
등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호주
퀸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2019년 가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는
그녀를 베를린 운터 덴 린덴
국립 오페라하우스(Staatsoper
Unter den Linden)에서 만나볼
수 있다.
alondradelaparra.com

마법이 시작되기 전:
열띤 논의와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다.

September 2019

올

해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주간은

글쎄요. 비영리단체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고 생각해

알론드라 데 라 파라(Alondra de la Parra)

보세요. 기금을 마련하고 음악가들을 영입하고 마케팅

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전 세계

활동도 해야 해요. 다행히 저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 덕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

분에 험난한 여정이 멋진 여행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한 이벤트에 초대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역사적

우리는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어

인 행사를 통해 그녀가 처음으로 음악 커리어의 성공을

요.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죠. 라틴아메리카 작곡가들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멕시코

대상으로 국제 경연도 개최했고, 뉴욕 브롱스 지역에 교

에서 자란 그녀는 요즘 월드 투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제가 모든 일을 직접 맡은 덕

있다. 데 라 파라는 뛰어난 재능과 더불어 음악이 지닌

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강력한 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모든 게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있는 지휘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스스로 경험한

그렇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지휘자가 돼야

바와 같이 음악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학창 시절에도 이

믿음은 매우 굳건했다.

런저런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주간에 지휘를 맡게

데 라 파라 씨, 상상 속의 아이디어가 실제 현실에서 이루

되셨어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개

어지는 것을 보면 놀랍지 않나요? 악보에 적힌 음표들이

인적인 소회가 남다를 듯 싶어요.

하나의 소리로 완성되듯이 말이죠. 무릇 아이디어란 우리

20여 년 전 아버지가 “내가 널 잘츠부르크 음악 페스티

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벌에 데리고 갈 계획이야”라고 갑자기 말씀하신 적이 있

일이 음악을 통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요. 음악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는 어렴풋이

음악, 특히 오케스트라 곡은 사색과 침묵을 경험할 멋진

아셨던 거 같아요. 제가 피아노와 첼로 연주를 정말 좋

기회를 줍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몸을 사

아했거든요. 그리고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

용해 음악을 만들어내죠. 어떤 이는 팔을, 어떤 이는 손

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간 잘츠부르크 펠젠라이트

가락 혹은 성대를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슐레 음악당에서 열린 카를로스 파드리사(Carlus Pa-

매우 특별한 연결 고리를 느낄 수 있죠.

drissa)의 라 푸라 델스 바우스(La Fura dels Baus) 공

이런 이유로 음악이 당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연을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되었나요?

“저도 바로 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

원래 클래식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클래

과 함께 멋진 공연을 하는 거요”라고 말했어요. 그 후엔

식 음악 연주를 듣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콘서트 DVD를 사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봤어요. 한동안

음악이 지닌 힘을 느낀 계기가 있었나요?

거기에 푹 빠져 살았죠.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

올해 드디어 펠젠라이트슐레로부터 초청을 받으셨네요.

어요. 제게는 피아노 선생님이 할머니 같은 존재였죠. 피

정말 믿기지 않아요. 테너 롤란도 비야손(Rolando Villa-

아노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무렵, 모든 것은 변

zon)이 저를 협연 지휘자로 초빙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

꿈만 같아요. 그것도 제 인생을 바꾼 바로 그 공연 장소

차르트와 그의 음악은 변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줬어요.

에서 말이죠. 20년 전 연주했던 바로 그 팀과 같이 일하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거기 있었죠. 음악은 제가 힘들 때

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오랜 소원을 성취한 기분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23세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요. 매우 대담한 결정으

모차르트 음악을 예찬하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요. 모차르

로 보입니다.

트가 작곡을 시작한 때가 17세인데, 당신이 아버지와 모차

그 나이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당시 저는 라틴아메

르트의 음악을 듣기 시작한 나이와 우연히 일치합니다.

리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

그래요. 하지만 같은 17세라고 보기는 힘들죠.(웃음) 모

각했어요.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여

차르트는 이미 천재 작곡가로 명성이 자자했으니까요.

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했죠.

이번 페스티벌에서 제가 지휘를 맡은 타모스(Thamos)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같은 곡을 의뢰받아 많은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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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시간: 알론드라 데 라
파라는 음악이 일상에서 벗어나
멋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고 믿는다.

THE MOZART WEEK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세기의 천재로 평가받는다.
알론드라 데 라 파라를 포함해
누구도 여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 위대한 작곡가의
고향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주간’ 행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모차르트 주간은 묀히스베르크
산비탈에 자리한 대축제극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극장 내
펠젠라이트슐레 음악당은
지휘자 데 라 파라와 스페인
출신의 아트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가 선보일 타모스 같은
섬세한 작품의 공연에 최적의
장소다.
mozarteum.at/en/
mozart-week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무대는 정말 멋져요. 역사적인 전통

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면 완전히 다른

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색채가 강하더군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앞서 말한 바 있지만 음악은 정말

간주곡은 컴퓨터로 연주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멋진 기회를 선사해요. 단순히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오케스트라 연주와 겹치거나 원곡을 해치지 않는다면

뿐 아니라, 복잡한 디지털 기기로부터 잠깐이라도 자유

괜찮아요. 지휘자로서 작곡가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

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콘서트홀이 예전보다 더 소중한

역시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곡이라면 손대지 않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는 게 맞죠. 그리고 한편으론 컴퓨터 연주가 오케스트라

우리의 일상이 된 테크놀로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

음과 너무 달라서 극적인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요?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기도 하세요?

모차르트의 곡에 이런 기계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그래도 올해에는 가끔 잠수를 탈

요? 너무 가볍고 밝은 느낌이지 않나요?

까 합니다. 휴대폰을 항상 끼고 살았더니 너무 힘드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한 타모스

악기를 연주하면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미래를 보

평생을 음악과 두 아이를 위해 살아서인지 모두 잠든 조

여주고자 했어요. 이런 주제는 지금 시대에 확실히 의미

용한 밤에는 가끔 제 자신을 위해 연주하곤 합니다. 정말

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차르트도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난 우리 연주를 좋아해줄 거라 확신해요. 모차르트는 자
신의 한계를 넘어 항상 새롭고 실험적인 방식에 도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콘서트장에서 그의 곡을 향유하는
일이야말로 현대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
가 아닐까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여러 악기

이 글을 쓴 헨드리크 라케베르크는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베를린은 알론드라 데 라 파라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는 잘츠부르크에서 듣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단연 최고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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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시작합시다.
알론드라 데 라 파라는 열정이
넘친다. 모차르트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녀.

무대로 향하는 길:
펠젠라이트슐레 음악당 무대로
올라가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지휘자.

글: 이시우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만났다. 한쪽은 그라운드 위에서, 다른 한쪽은 도로 위에서 믿을 수 없이 폭발적인
파워를 발산한다. 5월, 메르세데스–AMG의 새로운 앰배서더로 선정된 축구선수 손흥민, 그의 이야기.

photos Shutterstock

Mercedes-AMG
Brand Ambassador
Son Heung-min

프리미어에서 네 시즌을 뛴 그의
위상은 단지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최고의 선수로 손꼽힐 정도로
높아졌다.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다섯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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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손흥민
곁에는 축구공이
늘 가까이 있었다.

2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그를 만든
시간>에서 메르세데스-AMG와 함께
하는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토

손흥민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외쳤다. “You know

트넘 홋스퍼는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경

what? We gonna win!(너 그거 알아? 우리가 이길

쟁자인 리버풀 FC와의 대결에서 2:0으로 석

거야!)” 승리에 대한 그의 열망은 패배 직전까지 몰

패했다. 비록 토트넘은 빅 이어(Big Ear, 챔

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영국 매체인 <가디언>

피언스리그 우승컵의 별칭)를 들어 올리진 못했지

은 그를 ‘토트넘의 슈퍼히어로(Superhero)’라 표현

만, 지난 한 해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시즌을 보냈

했으며, 국영 방송사인 BBC는 손흥민을 일컬어 ‘골

다. 프리미어에서 네 시즌을 뛴 그의 위상은 단지

머신(Goal machine)’이라 묘사하기도 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최고의 선수로 손꼽힐 정
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8월 10일, 2019-2020 프리미어리그
가 드디어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다. 손흥민은 “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네 시즌 동안 리그에서

난해보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

만 130경기를 뛰며 무려 42골을 넣었고 이는 3경

주고 싶다”는 말로 올 시즌에 대한 출사표를 대신

기당 약 1골을 넣는다는 소리다. 그는 양 발을 자유

했다. 지난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전에서

자재로 활용하며, 시야가 넓고, 다른 선수들과의 협

놓쳤음에도 그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렇게

력에도 능하다. 손흥민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다섯 번째 시즌이 밝았다.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컵 등 잦은 국가대표 차출로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상태에서도 치열한 프리미어

“강력하면서 민첩한
퍼포먼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메르세데스–AMG와
축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손흥민 선수의 만남”
SUPERSTAR: Son Heung-Min
2008년 17세에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했다. 2년 후인 2010년
함부르크 1군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 데뷔해
팀 내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해

손흥민, 메르세데스-AMG 앰배서더

리그에서 무려 12골을 넣으며 팀 내 주전 공격수로

손흥민과 메르세데스-벤츠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

서 제 역할을 다했다.

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리미어리그

특히 올 초 맨체스터시티와의 2018-2019 챔피

의 프리 시즌 중인 5월 24일 손흥민을 메르세데

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팀을 4강

스-AMG 브랜드 앰배서더로 공식 선정한다고 발표

으로 이끈 주역이 되었다.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은

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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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가 선정한 10대 유망주에 이름을 올렸다.
3년 후에는 바이에른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해냈다. 2015년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강호인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해 첫해를 제외한 세 시즌 동안 평균 약
20골과 9개의 도움을 올리는 등 팀뿐 아니라
리그의 최고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열린 ‘런던 풋볼 어워즈
2019(LFA 2019)’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명인 손흥민이야말로 강력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

상징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 메르세데스-AMG의

의 대명사인 메르세데스-AMG의 독보적인 브랜드

기술력은 지금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적임자로 보였다.

고성능 자동차 모델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5일부터 방영된 tvN의
6부작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 - 그를 만든 시간>
에서 메르세데스-AMG GT S를 모는 손흥민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리터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
한 메르세데스-AMG GT S는 최고속도가 시속 310
킬로미터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
터까지 가속하는 데 고작 3.8초밖에 걸리지 않는 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5월 용인
에 세계 최초로 AMG 브랜드를 적용한 ‘AMG 스피
드웨이(AMG Speedway)’를 개장했다. AMG 스피
드웨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AMG 드라이빙 아카
데미(AMG Driving Academy)’를 운영해 메르세데
스-벤츠 고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AMG의 독보
적인 브랜드 가치의 경험과 고성능 자동차 문화 저

물 같은 차다. 순백색 긴팔 티셔츠를 입은 손흥민이

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플래그십 모델인 S-

자신과 같은 색깔의 흰색 메르세데스-AMG GT S에
올라타 마치 맹수를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안정적으

Class의 고성능 차량인 The new Mercedes-AMG
S 63 4MATIC+ 쿠페 및 카브리올레도 곧 국내에

로 운전하는 모습은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그가 올 한 해 앰배서더로 활동할 메르세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스스로의 한계에

스-AMG는 1967년 메르세데스-벤츠 고성능 엔진

끊임없이 도전하며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손흥민

개발을 목표로 설립돼 반세기가 넘도록 메르세데

선수와 강력하고 독보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로 고

스-벤츠에 쓰이는 최고 성능의 엔진을 비롯해 역사

성능 시장을 선도하는 메르세데스-AMG의 이미지

적인 스포츠카와 경주차를 개발해왔다. 메르세데

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이번 앰배서더 선정에 대

스-AMG는 수많은 대회에서 무수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포뮬러 원(F1) 등 현존하는 모터스포츠의

해 밝힌 바 있다. 이제 손세이셔널의 파급 효과가 메
르세데스-AMG로 이어질 시간이 왔다.

Mercedes-AMG GT S와

손흥민에게는 최고의 파워와
스피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MINI INTERVIEW

평소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나요?
메르세데스-벤츠는 정통성도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있어서
고루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요즘 새로
출시되는 차를 보면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와 메르세데스-AMG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나요?
메르세데스-AMG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최고의
고성능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매 시즌 팬들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세이셔널 - 그를 만든 시간>에서
Mercedes-AMG GT S를 모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었어요. Mercedes-AMG
GT S를 타고 주로 어디를 다녔나요?
국가대표 경기 준비로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Mercedes-AMG GT S는 저와 함께였죠.
특히 우렁찬 엔진 음과 섬세한 핸들링은
기억에 남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나요?
시즌이 시작할 때마다 저는 지난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울
뿐이죠. 아직 저는 부족하지만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도 부상 없이 즐겁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대한민국 팬들에게
제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뿐만 아니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수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나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보답할 방법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한민국과 토트넘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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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집, 직장, 자동차 등을 소유하기보다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공유경제를 인간이 타고난 본성 이상의
사회적 메가 트렌드로 인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The joys of
26

공유라는 개념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공유는 단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서 시작된다.

sharing

요

즘은 물건을 나 혼자 소유하기보다 남들과 공유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야 멋이라 여기는 시대다. 특히 Y세대가 이런 움직임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처럼 안락한 숙소를 구할 수 있다.

을 선도하고 있다. 30대인 이들은 옷, 음식, 아파트 등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

을 공유 플랫폼을 통해 나눠 쓴다. 공유한다, 고로 나

는 존재한다. 이는 매일 같은 장소로 출근하기보다 코워킹(Co-

ers)의 조사 결과처럼 공유경제가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수
익성 때문이다.

working, 사무실이나 작업실을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이 편하고,
사진 앨범보다는 인스타그램이 더 편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적절
한 표현이 아닐까?

융통성의 극대화
사실 공유 서비스가 르네상스를 누리는 주된 이유는 급격히 빨라

그 어느 때보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공유 문화를 즐기고 있다.

진 일상 속도에서 찾을 수 있다. 파리, 리스본 또는 방콕으로 가는

누가 보면 이들이 처음 이 개념을 도입한 거로 여길 정도다. 하지

여행 예약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업 모

만 공유 문화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꽤 오랜 역사를 지녔다. 과거

두 안정적이지 않다.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시대에는 최

공유 활동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동시에 지역공동

대한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다. 직장에서나 인

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역사상 가장 확실히 검

간관계, 심지어 소비에서도 융통성이 필수로 요구된다.

증된 거래 방식 역시 공유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화폐 없이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물론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던 ‘호혜주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베이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개인 물품을 공유하는 서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좇는 데 대해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

비스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경제적 합리성과 개인의 이익

통해 일상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사람들 간 거리는 눈에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호모이코노미쿠스(Homo-economicus)’

띄게 좁아졌고 개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건

이론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다양

넨다. 구매자, 판매자, 파트너를 평가하는 시스템 덕분에 소셜 미

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

디어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다.

다. 우리는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전동 공구나 책, 우비, 스

이처럼 공유경제 모델은 빠른 속도로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카프 등을 빌려주기도 한다. 우리는 친한 지인에게 소중한 물건

있다.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어보자. 호텔이나 침대 하나 없이 전

을 주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기쁨을 느끼도록 태어났다. 심지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에이전시로 자리 잡는 데 불과 몇 년밖에

어 보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동차 업계도 엄청난 규모의 공유경제 시장으로 발

공유경제의 경제적 수익

전해 가는 중이다. 다임러 AG와 BMW의 조인트 벤처 중 하나인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필 공유경제인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파크나우(ParkNow)는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서

있다. 앞서 언급한 이타주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주요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사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대표하

동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추가

는 카투고(car2go)와 드라이브나우(DriveNow)를 통합해 새로

수입을 얻기 위해 공유경제를 이용한다. 단기 아파트 임대 등이

운 조인트 벤처인 ‘쉐어 나우(Share Now)’를 출범시켰다. 다임러

더 렌트 더 런웨이
(The Rent the Runway)는
의류 판매가 아닌 의류 대여
전문 플랫폼이다.
renttherunway.com

그야말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다.
CD 구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됐다. 이제 친구들과
음악을 공유하기 아주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다.
tid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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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는 이미 EQ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첫 전기 SUV 모델인
EQC의 출시 또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은

상태로 차를 돌려받진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사람
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다. 수많은 도시인의 생활을 편

태생부터 공유 서비스에 기반한 신제품과 기술 브랜드에 집중하

리하게 하고 자유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서비

소유한 것들의 소중함을 돌아볼 기회도 준다.

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모빌리티(On-demand mobility) 사업

우리는 공유경제가 지닌 힘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이 힘에 의

분야는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자가용을 보완하는 꽤 괜찮은 서비

해 모빌리티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도시에 사는 인

스로 이미 인기를 얻고 있어요.” EQ 사업부 영업 마케팅 책임자

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간에서의 해방은 더 중요하다. 매일

인 요르그 하이너만(Jörg Heinermann)은 설명을 이어갔다. “함

주차 공간을 찾아 끝없이 헤매고 출퇴근길 정체에 시달려본 사람

부르크에 거주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구매자가 유럽의 수도

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도심의 심각한

전역에서 카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리스 계약을 함께

차량 정체를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운전자는 이제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우리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새로운 의미

코드, 칩, 커넥티비티

빌리티를 마음껏 경험할 차량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진화하는 신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은 또 다른 사업 모멘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고객에게 ‘자유’를 판매합니다. 맞

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사이트의 예약 서비스는 빠

춤형 자유라 할 수 있죠. 이것이 1886년 칼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

“우리는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개인화된 모

르고 편리하다. 기존의 자동차 스마트 키는 코드나 칩 혹은 최신

와 더불어 대중에게 제시한 혁명적 가치였습니다.” 하이너만은 역

커넥티비티 기술로 대체된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자동화되고

사적 전통을 강조하며 기존 공유경제에서 한발 나아간 개념을 피

투명성이 강화됐다.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가 우리

력했다.

의 일상생활에 빈틈없이 스며들고 있다.

향후 자동차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맞춤형 심리스

또한 디지털화를 통해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이 되었다.

(Seamless,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연계 플랫폼 구축이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든지 사

100여 년 전 자동차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말을 대체하게 되었

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었

을 때 사람들이 느낀 자유를 다시 한 번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이제 사람들은 실제 마켓이 아닌 디지털 세계를 통해 만나므

머지않은 미래에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로 온라인에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 있고, 더욱더 개인화되며 진짜 럭셔리한 모습으로 변모한 자
동차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모빌리티의 미래
공유경제는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
만의 메르세데스-벤츠를 갖고 싶어 한다. 누군가와 자동차를 공
유하게 될 경우 어쩌면 성가신 일도 감수해야 한다. 항상 깨끗한

이 칼럼을 쓴 헨드리크 라케베르크는 공유경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며 카투고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에어비앤비에서 그의 아파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PHOTOS GETTY IMAGES ( 4 ), PLAINPICTURE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WeWork)
같은 사업자들이 공유
사무실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켰다.
wework.com

공유경제는 향후
도시의 이동 수단을 해결할
핵심이 될 것이다.
your-now.com

September 2019

29

New challenge,
new engagement
지난 6월 2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는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인 ‘스파크랩 데모데이’가 열렸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 자리에 메르세데스–벤츠가 함께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임러 AG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스타트업 아우토반 총괄인 필립 그나이팅 박사의 기조연설에 그 실마리가 있다.
글: 이시우

30

약 2,7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된
스파크랩 데모데이.

2

1세기는 혁신의 시대다. 누구나 혁신을 갈구하지만 실제
로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업함으로써 대기업은 좋
은 아이템을 얻고, 신생 회사는 부족한 자금을 대기업의 투

자로 얻어낼 수 있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
리움홀에서 열린 ‘13기 스파크랩 데모데이(SparkLabs Demoday
13)’에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이유가 바로 여

“한국은 아주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것이
다임러 AG가 스파크랩과 협업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기에 있다.

다임러 AG가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
이번 행사를 주최한 스파크랩은 2012년 출범해 올해로 7년째를

러 AG를 비롯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휴렛팩커드, 글로벌 스

맞이한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다. 한국과 중국, 대만, 홍

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 등

콩, 호주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미국에 사이버 보

27개 사가 참여 중이다.

협업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2016년에 설립했다. 협력사로는 다임

안 & 블록체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출범하며 그 범위를 점

스파크랩 데모데이에서 필립 그나이팅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차 넓혀가고 있다. 스파크랩은 매년 전·후반기에 2개 기수를 운영

2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가상 이미지로 보여주며 미래에는 하나의

하는데, 올해 6월로 13기를 맞이했다. 13기까지 투자한 스타트업

도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등 이동 수단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은 총 137개에 달한다. 스파크랩의 특징은 멘토링을 통한 3개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했다. 또한 20년 뒤 우리의 미래가 어떻

간의 교육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우수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연

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다임러 AG는 수많은 대학교 및 스타트

합인 GAN(Global Accelerator Network)의 회원사라는 점이다.

업과 협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 스

스파크랩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모두 스파크랩 팀은

타트업과 그동안 150개가 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고문단과 파트너로부터 멘토링과 다양한 조

며, 그중 50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아주 기발

언 등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스파크랩과 협업

스파크랩 데모데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모데이

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신생 회사가 투자자 앞에서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공개하는 행
시작되자 스파크랩의 공동 설립자이자 제너럴 파트너인 이한주

메르세데스-벤츠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와 EQC
데모데이의 1부 말미에는 ‘미래의 모빌리티(Future Mobility)’라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임러 AG의 오픈 이노베이션 및 스

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패널에는 필립 그나이팅 박

사) 중 하나로 매회 평균 2,000~2,500명이 모인다. 본 행사가

타트업 아우토반 총괄인 필립 그나이팅(Philipp Gneiting) 박사의

사를 비롯해 다임러 아시아 아프리카 모빌리티 서비스 총괄인 데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스타트업 아우토반(Startup Autobahn)’

이비드 고(David Goh)와 드라이브닷에이아이(Drive.ai)의 공동

은 여러 스타트업과 더불어 혁신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이자 블루스페이스닷에이아이(BlueSpace.ai)의

스파크랩 데모데이 13기 액셀러레이팅 참가 기업 (알파벳 순)

1

AbuHakim

아부하킴은 중동 마켓을 상대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다. 다양한
제조사들이 중동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
판매부터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부하킴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품을 아랍어로 오역 없이
소개할 수 있고, GPS를 이용한 배송 체계를
통해 주문 후 배송까지 5일이면 가능하다.
향후 리빙, 주방용품으로 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2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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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pact

에이임팩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직거래 플랫폼인
‘어레인지(Arrange)’를 개발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어레인지는 비정형 주문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석해 편집, 저장은 물론 배송과
송장 출력, 주문 관리까지 직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주문 관리를 자동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2019년 3억 원
매출을 넘어 2022년까지 약 1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lba Watch

알바워치는 시급제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및 근로 시간을 인증하는
애플리케이션 업체다. 알바워치를
이용하면 1분 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무 기록을 디지털화해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임금 체불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불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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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doc

케어닥은 노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
시설을 비교해 중개하는 맞춤형
플랫폼이다. 전국에 약 2만 개 이상의 요양
시설이 있지만 그동안 이를 비교 분석하거나
모객 하는 홍보 채널은 없었다. 케어닥은
설문조사를 통해 친절, 전문성 등 주요 5개
부문에서 5,000개 이상의 리뷰를 제공하며,
국가 기관의 평가를 통해 보다 검증된 요양
시설을 소개한다. 개개인의 예산 및 건강
상태에 맞는 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CEO인 조엘 파자얌팔릴(Joel Pazhayampallil)이 참여했다. 사회
는 글로벌 홀딩 및 전략 컨설팅 회사인 라이트데일 LLC(Lightdale
LLC)의 창업자이자 CEO인 재러드 카니(Jared Carney)가 맡아 심
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그려보고 그 가능성과 향
후 야기될 문제점 등을 비롯해 다임러 AG가 추구하는 스타트업
과의 협력 방향,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필
립 그나이팅 박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동 수단의 미래를 위해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온 점을 예로 들며 사회와 인

기조연설 중인 필립
그나이팅 박사.

간의 상호 작용과 연관성으로부터 미래 모빌리티가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빌리티의 미래는 단지 자동차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공중 케이블카나 자율비행 등 다양한 방면으로 파생될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데이비드 고 총괄은 모빌리티
의 미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에 있음을 술회하며, 각국
은 이를 위해 스마트 시티뿐 아니라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다가올 미래에는 자율주행

스파크랩의 벤처 파트너로
참여한 박찬호 선수.

이 일터와 집의 구분을 없애는 등 모빌리티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말했다.

패널 토론 중인
필립 그나이팅 박사.

이날 그나이팅 박사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메르세데
스-벤츠의 미래 모빌리티 중에는 친환경 전기 브랜드인 EQ가 있
다. EQ는 2016년 파리모터쇼 월드 프리미어에서 컨셉트 EQ 모
델과 함께 최초로 발표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의 브랜드 가치
인 ‘Electric Intelligence’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메르세데스-벤츠
는 올 초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을 ‘EQ의 해’로 지정
하고, 2019 서울모터쇼에서는 EQ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The new EQC를 공개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예
고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The new
EQC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인텔리전트 주행 방식을 적용해 1회
충전에 최대 450킬로미터(NEDC-유럽연비측정방식 기준)를 달
릴 수 있으며, CCS(Combined Charging System)를 이용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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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chips

큐리오칩스는 서울대학교 연구실 창업
벤처기업으로 3차원 혈관 구조를
활용해 ‘인체 장기 칩(Organ-on-a-chip)’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큐리오칩스의
인체 장기 칩은 우리 몸속의 환경을 칩 안에
구현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약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 큐리오칩스의
전누리 대표는 “큐리오칩스를 이용하면 기존
실험의 10분의 1 가격과 시간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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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ing

피처링은 매일 25만 개의 인플루언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한 뒤 머신 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수치화한 ‘피처링 스코어’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분석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날 피처링의 장지훈
대표는 “여러 브랜드와 진행한 테스트 결과
소액 투자로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넘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피처링이 답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PlayKeyboard

플레이키보드는 스마트폰의
자판, 키보드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예인 등으로 꾸밀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입력하는 문자에 따라
캐릭터가 반응하거나 움직이는 ‘라이브
테마’ 기능을 중심으로 이모티콘이나 자주
쓰는 문자 등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플레이키보드는 현재 전 세계
213개국에서 누적 다운로드 8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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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Jack

스마트잭은 연구실을 관리하는
솔루션인 랩매니저(Lab Manager)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대부분 물품 관리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랩 매니저는 복잡한 시약 등록을 텍스트
또는 QR코드 인식 등으로 단 3초 만에 등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등록한 자료는 다른
연구실 또는 연구원과 공유할 수 있으며,
구매부터 등록, 사용, 폐기까지의 정확한 시기
또한 실시간으로 관리해준다.

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충전 시간을 현저히 줄인 혁신적인 모델이
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디토리움홀 외부에 부스를 마련하
고 데모데이 참가자 및 관객을 상대로 EQ 브랜드 이벤트를 펼쳤
다. 부스에서 간단한 설문을 마친 참가자 중 10명에게 하반기 공
식 출시 예정인 The new EQC 론칭 행사 초대장을 증정하고, 5명
에게는 The new EQC 일주일 시승권을 증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린 참가자 5명에게도

The new EQC의 일주일 시승권을 선물해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
를 이끌었다.

뛰어난 원석을 찾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여정
또한 이날 열린 데모데이에는 박찬호 전 야구선수와 SK 최태원
회장 등 깜짝 패널이 등장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
다. 특히 박찬호는 스파크랩 벤처 파트너로 참여한 이유와 더불
어 메이저리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모데이에 참가한 스타
트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데모데이 행사는 종료 시간이 한참 지나 마무리됐는데,
예정에도 없던 관객들의 질문이 이어져 더욱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발표와 대담이 모두 끝난 뒤에는 참여한 모든 스타트
업과 패널들이 함께 어우러져 기념촬영을 했다. 이들 스타트업 대
표들은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듯 표정에 자신감이 가득해 보
였다.
행사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필립 그나이팅 박사는 이날 있었던 데모데이 사전 기자 간담
회에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나 스타트업을 발굴해 아직 덜
다듬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는 건 무척 가치 높은 일입니다”라
고 밝힌 바 있다. 그나이팅 박사는 아직 유명하진 않아도 훗날 큰
재목이 될 원석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탐험 중이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스타트업 아우토반과 그
나이팅 박사의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 미래 모
빌리티와 혁신을 향한 다임러의 시선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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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eware

스파이스웨어는 클라우드와 보안 전문
기술을 결합한 올인원 보안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기존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으로 데이터
암호화에 들어가던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개선했으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특허받은 시스템으로 더욱 강력한 보안
체계를 자랑한다. 스파이스웨어는 현재
아마존의 데이터 보안 분야의 파트너사와
엘지유플러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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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Tall

매년 전 세계에서 척추측만증 환자가
3%씩 증가하고 있다. 스탠딩톨은
블루투스 슈트를 이용해 신체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척추측만증 환자의 체형에 알맞은
맞춤형 의료 보조기를 제공하는 업체다.
기존의 석고형 보조기는 제작 기간만 2주
이상 걸렸으나, 스탠딩톨의 보조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하루면 만들 수 있다. 무게도
기존 보조기의 10분 1 정도이며, 착용하는 데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Whelp

웰프는 서로 다른 대화 채널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한곳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많은
고객들이 전화보다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다 보니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기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는다. 웰프는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각종 소셜 미디어 등
수많은 채널을 단일한 인터페이스로 통합
및 관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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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ync

엑씽크는 행사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엑씽크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행사 소개부터
게시판, 연락처, 안내도 등 각종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는 3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별로 없다. 행사 종료 후에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해 분석도 가능하다.

A

밤 11시, 모두 집으로
돌아간 텅 빈 거리에서
테레사는 지지 않는 석양을
끝까지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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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lights
화가 테레사 칼라트와 한여름의 스톡홀름 야간 투어에
동행한 The new A–Class.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디르크 브루니키(DIRK BRUNIECKI)

A

테

레사 칼라트(Theresa Kallrath)는 자신

둘로 가르는 이정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한 무

의 그림에서 빛이 나길 원한다. 사람들이

리의 여자아이들이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모여들

자신의 작품을 보고 이전에는 한 번도

고,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유치원은 문을 열

느낀 적 없는 감정을 경험하도록 말이

준비를 한다. 운동장에선 깔깔대는 웃음과 이야기

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진

소리가 바람에 실려 온다. 테레사는 맑은 날이면 현

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저 멀리 스웨덴 스톡홀

재 거주지인 독일 뒤셀도르프 작업실 인근 공터에

름 군도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뢰나룬드

서 운동을 즐기곤 했다. 스톡홀름에서도 마찬가지

공원에 푸른 땅거미가 질수록 대관람차의 불빛은

다. 그녀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고향에 온

더욱 선명해진다. 밤 11시에도 쇠데르말름 지구 끝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서른한 살의 테레사는

자락에 있는 피엘가탄(Fjällgatan)에는 해가 지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따라 스웨덴 국적을

않는다. 테레사는 지금 스톡홀름 시내와 하늘에서

취득했다. 많은 친척이 룬드 지역에 살고 있어 그녀

극적으로 펼쳐지는 빛의 예술을 감상하는 중이다.

에게 스웨덴은 매우 친근할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아침, 한창 작업 중인 테레사를 만났

세계적 수준의 예술학교인 뒤셀도르프 예술 아

다. 대형 캔버스는 온통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가득

카데미(Kunstakademie Düsseldorf)에서 수학한 테

했다. 테레사는 아침 햇살 아래 바사파르켄 공원을

레사는 졸업하면서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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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가 바사파르켄
공원에서 대형 캔버스화의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은 그녀가 말한 것처럼
‘대담한 손길’로 거침없이
이뤄진다.

햇살 아래서 그림자놀이
중인 주피터 레드 색상의
The new A-Class.

테레사의 작품은 강렬하고
매혹적인 색깔로 눈이
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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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장 인기 있는 쇠데르말름
구역에서 친구인 제시카와
플로리안을 기다리는
테레사.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적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있는 송풍구 위쪽에
장착돼 있다.

The new A-Class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자.
mbmag.me/a-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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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모교는 한때 미술계를 장악한 화가 요제프

(Fika, 커피와 다과를 즐기는 스웨덴의 차 문화)’를

보이스를 비롯해 부부 사진작가 힐라 앤드 베른트

즐겼다. 물론 스웨덴 사람들이 사랑하는 간식인 카

베허, 거장 안드레아스 구르스키가 강단에 서는 유

다몬 번도 곁들였다. 그녀의 동생인 마틴 칼라트는

서 깊은 예술학교다. 그녀의 대형 캔버스에서는 엄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누나를 돕고 있다. 그의 주된

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테레사는 물감을 열다

임무는 홍보를 비롯해 전시회 개최를 위해 갤러리

섯 겹이나 덧칠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한다. 그

들과 만남을 조율하고, 주요 미술 컬렉터와 관계를

림 표면이 저절로 쪼개지거나 갈라지도록 내버려두

유지하는 일이다. “테레사의 그림은 말로 표현하기

는데, 때로는 칼로 긁기도 하고 심지어 캔버스를 스

힘든 강력한 힘을 전달합니다. 뒤셀도르프에만 수

튜디오 바닥에 끌고 다니기도 한다. 테레사는 “작업

천 명의 예술가가 있지만 작품 활동만으로 벌이가

할 때 무척 바쁘게 움직여요”라고 이야기한다.

충분한 작가는 매우 드물어요.” 마틴은 극찬을 아

바사파르켄 공원 인근에 자리한 금빛의 스벤
하리 미술관(Sven-Harry’s art museum)에 잠깐

끼지 않았다. “누나는 오래전부터 일정한 수입을 유
지했어요.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들른 뒤 테레사는 The new A-Class를 몰고 스톡
홀름의 구시가지인 감라스탄으로 향했다. 이곳은

빛이 없다면 어떤 색도 볼 수 없다

중세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좁고 구불구불

테레사는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MBUX의 새

한 도로와 골목이 무척 많다. 테레사는 뒤셀도르프

로운 음성 지원 기능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그녀가

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투고(car2go)를 주로

“메르세데스, ‘탁 레스토랑 앤 바’까지 길 안내 부탁

이용했지만 지금은 한적한 스톡홀름 거리에서 The

해”라고 말하자 스톡홀름의 전망 좋은 루프톱 레스

new A-Class를 몰고 있다.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토랑으로 가는 길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레스토랑

한적한 시골로 떠난 사람들 덕분에 거리가 매우 한

바로 위에 위치한 바는 시내 전경을 즐기기에 더없

산하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참는 듯 묘한 적막

이 좋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가

감이 감돈다.

말을 이었다. “빛이 없다면 어떤 색도 볼 수 없어요.

테레사는 감라스탄에서 남동생을 만나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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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색깔은 우리를 매료시키는 동시에 사람들

39

테레사가 친구들과 함께

MBUX의 혁신적인 음성

명령 기능을 시험해보고
있다.

동생 마틴과 스웨덴의
전통 차 문화인 피카를
즐기는 모습.

물론 카다몬 번이 빠지면
섭섭하다.

부드러움: 스웨덴의
한여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기는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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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함: 도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는 The new
A-Class의 LED 헤드램프는
강렬한 빛을 발한다.

A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스웨덴 출신의 독일인
화가 테레사 칼라트의
전시 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주소를
방문해보자.
TheresaKallrath.com
instagram.com/
theresa.kallrath

The new A-Class는

동급 최강의 모던 럭셔리를
자랑한다. 우아함과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감각적인 디자인
또한 일품이다.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그림은 개방적이

잠깐 비가 내린 뒤 구름이 걷히자 테레사는 쇠

고 자유로운 사상으로 가득하다. 색이 지닌 본연의

데르말름의 가장 핫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이곳

느낌과 표면의 거친 질감으로 무한한 에너지와 생

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다

동감을 표출한다. 이게 바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

는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갖가지 색깔을 발

게 그녀의 작품에 빠져드는 이유일 것이다.

하는 오래된 건물들이 인근의 갤러리와 바, 부티크
상점들과 그림처럼 잘 어우러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테레사는 불 켜진 상점들
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녀가 특정한 물체를 더

테레사는 바와 레스토랑이 딸린 호텔 베른스

이상 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어느

(Berns)로 향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 스톡

순간 작업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됐

홀름을 관통하는 도전 정신과 스웨덴 사람들이 왜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작업 방식을 추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면서부터 그녀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 여기지 않

뭔가 색다른 영감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고 도전을 위한 자극제로 받아들인다는 결론에 이

서 그녀의 작품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르렀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은 테레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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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여러 겹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녀의 캔버스

1

2

3

4

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든
다. 그녀의 작품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동시에
안정감을 선사한다. 또한 미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
하는 면도 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디에도 구속
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해요. 규범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지닌 무한한 상상력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테레사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
하듯 페달에 힘을 주었다.
테레사가 속도를 내자 도시의 풍경은 더 빨리
우리 곁을 지나갔다. 눈을 반쯤 감으니 불빛이 흐려
지면서 석양의 노을과 다양한 색깔이 한데 섞여 눈
앞에 일렁이고 있었다.

1 Tak restaurant
and bar

2 Sven-Harry’s
art museum

탁의 퓨전 아시안 요리는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난다. 멋진 전망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tak.se

스웨덴의 미술사를
감상할 수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축물인
스벤하리 미술관.
sven-harry.se

3

Fjällgatan

그뢰나 룬드 놀이공원을
비롯해 멋진 경관을
선사하는 피에르가탄.
visitstockholm.com

2
Magnus Ragnvid/Sven Harrys Konstmuseum, istockphoto

PHOTOS P. 63: Theresa Kallrath privatE, P. 65: Getty Images, this page:

Tips

Norrmalm

Östermalm

STOCKHOLM
Kungshol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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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la
St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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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iatiska

베른스 호텔의 대표
레스토랑이며 스톡홀름의
요리학교 중 하나인
아시아티스카.
berns.se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혁신적인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또는 음성
명령으로 작동된다.
The new A-Class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에 성공했다.
mbmag.me/MBUX

Through
thick
and thin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라이온스 헤드(Lion’s Head)
산 정상에 선 마이크 혼.
해발 670미터 높이의 암벽
위에서 케이프타운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폴투폴 여정을 앞두고 오지 탐험가
마이크 혼은 G–Class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드러냈다.
이번 탐험에서 마이크 혼이 직접 몰며
느꼈던 G–Class의 놀라운 성능과
힘에 대해 들어본다.

G

photos Josh Bishop, Nathan Jacobs

글: 마이크 혼(MIKE HORN)
기록 및 정리: 이나 부르조스카(INA BROZOSKA)

뉴질랜드 남부의
비포장도로를 탐험 중인
마이크 혼은 G-Class가 있어
어떤 거친 길도 막힘없이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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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험에 함께한 마이크
혼의 딸들은 두 대의
G-Class 차량 중 후발대에
합류했다.

남극 대륙으로 향하기 전
마이크 혼과 원정대가
험난한 산악 코스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G-Class가 강가를 따라

뉴질랜드 남부 지역을
안전하게 횡단하는 중이다.

스위스에서 험난한 탐험
코스에 대비해 시운전 중인
마이크 혼. 그는 진정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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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Nathan Jacobs (2), Anthony Tache, Chris Brinlee Jr

G

G

‘스키퍼스 캐니언 로드
(Skippers Canyon
Road)’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길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을 운전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저

는 안락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여정에
는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동반자가 반
드시 필요해요. 메르세데스-벤츠 G -

Class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가능하도록
저를 도와줬죠. 강한 내구성과 안전하고 안정감 있
는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저만큼이나 모험을 즐
길 줄 알아요. G-Class는 정말 강인한 친구예요. 험
준한 오프로드 주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 다녀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오지
탐험을 떠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탐험에
쓸 만한 차는 정작 많지 않아요. G-Class만 한 오
프로더를 찾기 힘들죠. 이번 탐험에서 부드럽게 물
결치듯 연결된 언덕과 빙하, 피오르를 배경으로 한
퀸스타운 주변 경관은 정말 황홀했어요.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날씨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죠. 그곳
에서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깨끗한 공기를 마셨습
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싶
었어요. 그곳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와 눈에 보이는
모든 색깔이 좋았어요. 딸들은 그 풍경에 제가 무척
photo Nathan Jacobs

잘 어울린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남극부터 북극까지 횡단하는 폴투
폴(Pole2Pole) 탐험을 통해 세계를 일주하고 있습
니다. 무척 힘들고 도전적인 탐험이라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낯선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차나 도

진흙 바닥의 흙을 파내고
있는 G-Class.
제대로 실력 발휘 중이다.

보로 가면 그 나라를 접할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
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원정에는
제 딸들인 제시카(Jessica)와 애니카(Annika)가 저
를 도우러 합류했습니다.
딸들도 G-Class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해요. 다
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운행 중인 두 대의 차가 서
로 다른 기질과 특성을 보였어요.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 두 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농담 같겠지만 오랫동안 이 차를
타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 겁니다. G-Class는
우리 원정대에게 진짜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동
반자였어요. 총 3만8,624킬로미터의 원정길 동안
우리는 ‘판게아(Pangaea)’ 요트나 스키를 타고 이
동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G-Class와 함께였습
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성능 좋은 오프로더가 없었
다면 그 수많은 험로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에는 좌석의 히팅·쿨링
기능이 무척 유용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혹독한 환경을 잘 견뎌왔습
니다. 한번은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도로가 끊긴 적
도 있었어요. 원정대가 물가에 고립되어 급류에 쓸
려가기 직전이었죠. 동료를 잃지 않을까 무서울 정
도였습니다. 우선 G-Class를 최대한 빨리 고립된
장소에서 빼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대원들은
더욱더 끈끈한 정을 나누죠. 또 어이없는 상황도 많
았습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경 인근에서 있었
던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차
주위로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에게도
우리 차가 멋져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차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작은 기적 같다고 말한 사람
도 있었죠. 사실은 독일 기술이 낳은 걸작인데 말이
에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통
과하려면 며칠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마약과 무
기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사람이든 차든 샅샅이 조
사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서류 검토도 오래 걸
립니다. 당시 국경 수비군이 다가오자 제가 소리쳤
어요. “원한다면 G-Class를 한번 운전해보시겠어
요?” 다행히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됐죠.
우리는 잠깐의 기다림도 없이 국경을 통과했어요.

G-Class의 언어는 만국 공통어나 다름없어요.

마이크 혼은 스스로
시험에 뛰어들길
즐긴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캐나다
앨버타주 로키산맥에서
맞닥뜨렸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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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GLE
All kinds of strength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마음을 헤아려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new GLE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이어지도록 깊은 배려를 담았다.
글: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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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장착해 편리성을 더한
The new GLE.

Friendly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첨단 기술
운전자는 안심하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고, 동승자
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이는 모든 자
동차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메르세데
스-벤츠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한 차원 더 높은 수
준으로 발전시켜 The new GLE에 탑승한 모든 사
람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720×240픽셀 고해상도 헤
드업 디스플레이, 일상적인 표현도 인식하는 링궈
트로닉(LINGUATRONIC) 음성인식 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
는 새로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
의 행동과 습관을 스스로 파악하고 익히는 기능을
더해 ‘나만의 맞춤 비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Generous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 공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활이 계속되는 공간
으로서 The new GLE는 넉넉함과 안락함 이상의
가치를 담았다. 차에 머무르는 내내 좋은 기분을 느
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바로 그것이다. 우아하면
서도 진보적인 디자인, 품격 높은 소재로 채워진 공
간은 The new GLE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럭셔
리 세단처럼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흠뻑 빠지
도록 한다. 이전보다 80밀리미터 늘어난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는 내부 공간에 여유를 더한다. 그 덕분
에 2열 좌석이 더 편해졌을 뿐 아니라 선택에 따라
3열 좌석을 더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할 수도
있다. 일부 모델에 적용되는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
트롤은 최적의 편안함을 위해 폭넓은 편의 기능을
연계해 지능적으로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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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세단처럼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내부 공간.

향상된 링궈트로닉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한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세계 최초로 적용한

E-액티브 바디 컨트롤
기술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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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

Vibrant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주행 특성

다. 더욱 발전한 4MATIC 시스템은 주행 조건에 따

이룬 기술적 성과를 통해 세그먼트에서 가장 안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라 앞뒤 바퀴로 전달되는 동력을 자유롭게 조절할

할 만한 수준의 능동적인 안전 기술을 갖추었다. 민

곳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게 마련이다. The new

수 있어 일상에서는 물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

첩하게 인지한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 피할

GLE의 탁월한 주행 능력과 세련된 승차감은 멋진

에도 승차감과 경제성, 주행 안정성의 균형을 스스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안전 기술이 탑승자를 든든하

추억을 남기기 위해 떠나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로 맞춘다.

게 지켜준다.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연동되는 액티

컨트롤은 최신 48볼트 전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Confident 든든함이 돋보이는 첨단 안전 기술

실시간으로 인식해 위험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준

유압식 액티브 서스펜션과 새로 개발한 에어 서스

온 가족이 함께 타는 차라면 믿음직하고 안심할 수

다. 후방 추돌 위험이 있을 때나 주행 중인 차로에서

펜션을 결합해 어떤 환경에서도 탑승자가 편안하

있는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e new GLE

벗어날 때에도 안전한 주행을 이어나가도록 차의

고 안락한 승차감을 안전하게 누리도록 뒷받침한

는 안전 분야의 오랜 선구자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움직임을 바로잡아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대폭 줄여준다. 세계 최초로 적용한 E-액티브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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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GIV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브(GIVE)’ 프로그램이다. 일방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기브 프로그램은 나누는 기쁨이
함께하면 더 커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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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03년에 공식 출범해 우리
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16년이라는 세월
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메르세
데스-벤츠가 국내 수입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독보적

지난 5월에는 서울특별시와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2만여 명이
참가한 ‘기브앤레이스’가
개최되었다.

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준 소비자들 덕분이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성장의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국내
다임러 계열사 및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의

GIVE ’N RACE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행사로 가장 먼저
시작한 기브앤레이스는 2017년에 처음 열렸다. 남녀노소 누구나
달리기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나눔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브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나눔 캠페인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약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있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을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의 의료비로 기부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난 5월에 열린 제4회 대회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와 협
업하면서 규모가 한층 더 커졌다. 코스는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을 출발해 양화대교를 거쳐 여의도공원까지 이어졌다. 이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일 아카데미,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

3km 걷기, 5km 및 10km 달리기 등으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은
제4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21km 하프 마라톤 코스가 추가되었
다. 이 가운데 3km 걷기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

키즈, 산학협동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모바
게더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활동 가운데에서도 가장 돋보이

도록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박원순

는 프로그램은 메르세데스-벤츠 기브(Mercedes-Benz GIVE)

서울특별시장이 10km 달리기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해 행사의

다. 우리말 ‘기부’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메르

취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은 폭넓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제4 회 기브앤레이스에는 1만8 ,220 여 명이 참가해 9억

이끌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000여 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열린 모든 대회의 누적 참가자는 4만
여 명, 총 기부액은 약 22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기업 중심의 사회
공헌활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
에게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중

기브앤레이스 참가비로 마련된 기부금은 대회 현장에서 접

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한 추가 기부금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기금을 더해 서울

있다.

특별시어린이병원에 전액 기부하여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어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은 2017년에 달리기를 테마

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 쓰이고 있다.

로 한 ‘기브앤레이스(GIVE ’N RACE)’로 문을 열었고, 큰 호응에
힘입어 2018년에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참여하는 ‘기브앤바이크
(GIVE ’N BIKE)’, 2019년에는 골프를 주제로 한 ‘기브앤드라이브
(GIVE ’N DRIVE)’로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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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GIVE, ‘스포츠’와 ‘기부’를 결합한
새로운 기부 문화 확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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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N BIKE
건강을 지키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참가자들과 기부문화를 나눈
다는 취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마련한 두 번째 기브 프
로그램 기브앤바이크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브앤바이크는 자전
거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전거 대회로, 2018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에서 처음 열렸
다. AMG 스피드웨이는 세계 최초로 문을 연 AMG 브랜드 전용
트랙이다. 행사는 서킷이라는 장소의 특별함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곳인데다
참가자들이 실제 자동차 경주가 열리는 전용 트랙이라는 환경에
서 자신의 체력을 한껏 발휘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 측정
및 시상을 함으로써 행사 장소에 어울리는 모터스포츠의 경쟁 요
소로 재미를 더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참가자들
에게는 현장 추첨을 통해 메르세데스-AMG의 고성능 모델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어린이 바이크 체
험 프로그램과 축하공연도 열렸다.
첫 행사에는 1,200여 명이 참가하고, 총 1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었다.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은 메르세데스-벤츠 사
회공헌기금과 함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진
행하는 ‘러브아이’ 캠페인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중증·희귀 난치
질환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에 쓰였다.
성공적으로 치른 첫 행사에 이어 올해에는 두 번째 행사가 같
은 장소에서 열린다. 9월 21~22일에 개최하는 제2회 기브앤바이
크의 참가 인원은 처음보다 두 배 늘어난 2,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덕분에 참가자들의 즐거움은 물론 나누는 즐거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져 국내 처음으로 서킷에서 열린 골프 장타 대회라는 기록을 세우
기도 했다. 결선 현장에는 18대의 스카이 크레인을 동원해 설치
한 그물망과 축구장 1.5배 면적으로 마련한 인조잔디 경기 구역

GIVE ’N DRIVE

이 장관을 이뤘다.

2019년 4월에는 아마추어 대상 자선 골프 장타대회인 기브앤드

이번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

라이브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골프 애호가들이

행하였는데,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골프 앰배서더인 박인비 선수

참가하는 행사로, 예선을 거쳐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와 유소연 선수의 드라이브샷 시범과 Q&A가 참가자들에게 큰

다. 특히 전국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른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회 최종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제주도에서

결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특설 코스에서 결선을 치르는 형식을 통

열리는 메르세데스 트로피 결선 라운드 초대권과 유럽 왕복 항공

해 참가 문턱을 낮춘 점이 돋보였다.

권 등을 증정했다.

만 18세 이상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별도 참가비 없이

제1회 기브앤드라이브 대회에서는 예선 포함 약 8,500여 명

치러진 예선은 전국 약 6,000여 개 골프존 스크린 골프장에서 진

이 참가해 2만 회가 넘는 라운드를 펼쳤으며, 결선을 치를 때까

행됐다. 예선에서는 가상 18홀 라운딩에서 코스마다 지정된 두
개 홀의 베스트 드라이브샷 거리가 기록되어 상위 남녀 15명씩 총

30명이 결승 진출자로 선발되었다. 5월 20일에 열린 결선은 경
기도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 마련된 장타 특설 코스에서 치러

자동차 레이싱 서킷에서
펼쳐지는 자전거
라이딩이라는 색다른
경험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기브앤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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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인 기부금은 1억500만 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사회복지
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의료비로 쓰이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Mercedes-Benz GIVE History

2017
제1회 기브앤레이스
2017년 5월 2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참가자 2,000명
기부금 2억 원
제2회 기브앤레이스
2017년 11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참가자 1만 명
기부금 5억 원

2018
제3회 기브앤레이스
2018년 5월 27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참가자 1만 명
기부금 5억 원
제1회 기브앤바이크
2018년 10월 20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
참가자 1,200명
기부금 1억 원

2019
제1회 기브앤드라이브

2019년 5월, 용인 AMG 스피드웨이(예선: 2019년 4월)
참가자 약 8,504명
기부금 1억 500만 원

GIVE ’N GOLF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골프는 22년째를 맞는 고객 대상 아마
추어 골프대회 메르세데스트로피(MercedesTrophy)에 기브 프

올해 처음 열린 자선 골프 장타대회
‘기브앤드라이브’는 예선과
결선까지 총 9,000여 명이 참가해
2만여 회 이상 라운드를 펼칠 만큼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로그램의 취지와 정신을 담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11개 딜러사가 함께 진행한 기브
앤골프는 약 1,400여 명이 참가한 총 12번의 예선전과 결선 대회
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0여 명이 제주도 나
인브릿지에서 진행되는 결선 대회에 진출했다. 고객의 대회참가

메르세데스-벤츠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비 중 5만 원을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의료비와 교육비 기금으
로 기부할 예정이며, 결선 대회에서는 박인비, 유소연 선수와 함
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나눔은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메르세
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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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기브앤레이스
2019년 5월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여의도공원
참가자 1만8,220명
기부금 약 9억1,700만 원
제1회 기브앤골프
2019년 8월 26~28일,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
(예선: 2019년 6~7월)
참가자 약 1,400명
기부금 약 6,000만 원
제2회 기브앤바이크 (예정)
2019년 9월 21~22일, 용인 AMG 스피드웨이
참가자 약 2,500명 (예상)
기부금 약 1억2,000만 원 (예상)

Facts

더 강력해진 오프로더 The new Mercedes-AMG G 63 출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거친 전설의 오프로더 The new G-Class, 고성능 AMG 모델로 국내 첫 출시

8월 26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오프로드의 아이콘 G-Class의 최신 라인업이자 고성능 모델인 The new MercedesAMG G 63을 국내 최초 공식 출시했다.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The new Mercedes-AMG G 63은
G-Class 고유의 특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AMG만의 강인한 DNA를 반영한 모델이다. 스포티하고 강인한 디자인과
AMG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의 강력한 구동계를 비롯해 한층 빠른 변속을 지원하는 AMG 스피드시프트 TCT 9단
변속기,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등은 The new Mercedes-AMG G 63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첨단 안전 실험 차량 ESF 2019 공개
메르세데스-벤츠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개최한 26회 ESV
컨퍼런스(ESV Conference)에서 안전 실험 차량
‘ESF 2019(Experimentelles Sicherheitsfahrzeug
2019)’를 공개했다. 1970년대 초부터 메르세데스벤츠는 ESF 개발을 통해 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발전시켜왔다. ESF 2019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페달이 운전석 바닥으로 수납되는 등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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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ass 고유의 특성과
AMG의 강인한 DNA를
모두 지닌 The new
Mercedes-AMG G 63.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
‘스파크랩 데모데이’ 공식 후원
6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3회 스파크랩 데모데이를 공식 후원했다.
스파크랩은 한국, 중국, 호주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그룹이다. 이번 행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 오픈 이노베이션
총괄 필립 그나이팅 박사와 데이비드 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임러 모빌리티 서비스 제너럴
매니저를 기조연설자 및 패널 토론자로 초청했다.

새로 다임러 그룹
총수로 선임된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스파크랩 데모데이에서
기조연설 중인
필립 그나이팅 박사.

다임러 그룹, 신임 회장에 올라 칼레니우스 선임
5월 23일,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전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개발 및
그룹 연구 총괄이 다임러 그룹의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다임러
그룹 이사회 의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의 회장으로서 향후 5년간
다임러 그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만프레드 비숍 다임러 그룹 감사위원회 의장은
“그룹 내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인정받는 경영자인 칼레니우스 회장이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이해
6월 27일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5주년 맞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14년
6월 29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후 지금까지 약 18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키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올 초부터
기부와 스포츠를 결합한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기브’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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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플레이더세이프티 어린이
교통안전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5월 11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
특별시와 함께하는 제3회 플레이더세이프티(Play the
Safety) 어린이 교통안전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교통안전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전국의 초등학생 9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5월 9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이벤트 기간 동안 전시됐다.

E-Class, 수입차 최초 단일 모델 10만 대 판매 달성
출시 후 3년 만에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 대 판매에 성공한 10세대 E-Class.

2016년 6월 국내에 공식 출시한 10세대 E-Class는 7월 19일 10만 번째 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며 출시 약 3년 만에 수입차 최초로 단일 모델 10만 대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뤘다. 10세대 E-Class는 모던 럭셔리의 정수를 선보인 디자인과 탁월한 안전성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E-Class
(W 213, 2017년식 이후)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감사 캠페인을 펼쳐
The new E 450 4MATIC 교체 또는 호텔 숙박권 등 특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이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되었다.

New Network
서울 강남자곡 전시장 오픈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강남자곡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기존의 서초청계 전시장을 확장 이전한 강남자곡 전시장은
70여 대 규모의 주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곡 IC와 SRT
수서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통합 디지털
세일즈 플랫폼 ‘세일즈 터치’를 적용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남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지난 5월 부산 남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가 리뉴얼 확장
오픈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네트워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신관 2층에는 메르세데스-AMG 차량 전용 전시
공간인 ‘AMG 퍼포먼스 센터’가 있다. 일반 수리 워크베이
16개와 판금 및 도장 작업 전용 워크베이를 8개나 갖춰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자곡 전시장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앰배서더로 손흥민 선정
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앰배서더’로 공식 선정됐다. 그 첫 행보로 5월 25일

부산 남천 전시장

tvN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 - 그를 만든 시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MercedesAMG GT S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는 향후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앰배서더로서 메르세데스AMG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석해 고객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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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레이스’.

제4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레이스’ 개최
참가 인원 2만여 명, 총 기부금 9억2,000만 원의 역대급 기부 행사가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한 제4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레이스(GIVE ’N RACE)’가 개최됐다. 상암 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는
21킬로미터 하프 마라톤 코스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2만여 명이 참가해 약 9억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기브앤레이스는 2017년 2,00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참가자 약 4만
명과 총 기부액 22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부 문화 마라톤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디움 2019’ 메인 스폰서 2년 연속 후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6월 29~30일 양일간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컨셉추얼 EDM 페스티벌 ‘메르세데스벤츠 프레젠트 스타디움 2019’에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로 공식
후원했다. 올해 스타디움 2019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저스트 라이크 유’라는 테마로 연중 국내 출시를 앞둔
The new A-Class를 전시했다. 또한 페스티벌 당일에는 스타
포토존을 비롯해 플래그를 직접 만들어보는 DIY 액티비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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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ervice with best teamwork

Express Service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인 포뮬러 원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팀.
우승의 비결 중 하나는 탁월한 팀워크가 돋보이는 초고속 피트스톱이다. F1의 피트스톱처럼, 메르세데스–벤츠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을 단축해 고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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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모터스포츠 팀은

메르세데스-벤츠는 브랜드와 제품의 품격, 소비자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 원

의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F1)에서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팀 챔피

한결같이 제공해 왔다. 아울러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품

언에 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2019 시즌에도

격을 꾸준히 누리도록 주기적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정상급 드라이버인 루이스 해밀턴, 발테리 보타스 듀오

방문해 점검과 관리를 받도록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바

의 맹활약과 더불어 막강한 실력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쁜 일상 속에서 서비스센터를 찾아갈 시간을 따로 내기

있다. F1 경주에서 우승하려면 드라이버들의 뛰어난 기

어려운 소비자가 많으며, 실제로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

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 전체

사항으로 오랜 대기 시간을 꼽는 소비자 또한 적지 않다.

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뿐 아니라 대다수 수입차 브랜드

특히 경주 도중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응해 이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

루어지는 피트스톱(pit stop)은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

이 같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메르세데

요하다. 피트스톱은 경주 도중에 피트라고 하는 지정된

스-벤츠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비

공간에 경주차가 멈추어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 입고한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TV나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F1 경주에서 피트에 경주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차 한 대를

가 멈추자마자 여러 팀원이 우르르 달려들어 순식간에

두 명의 전문 테크니션이 동시에 전담해 한 명이 전담할

작업을 끝내는 모습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워낙 일사불

때보다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이는 F1 피트스

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이라면 ‘방금 무

톱에서 여러 명의 팀원이 동시에 작업함으로써 소요 시

슨 일이 있었던 거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간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피트스톱에서는 경주차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일상적인 점검과 교체 주기가

을 정도의 사고일 때에는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

정해진 소모성 부품의 교체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

체하고, 마모 상태나 날씨 또는 주행 조건의 변화에 맞

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센터에 입고되는 차량 중 정기

춰 타이어를 교체한다. 피트스톱의 생명은 시간을 최대

점검이나 소모품 교체만 받는 경우가 적잖은 비율을 차

한 줄이는 데 있다. 피트스톱에 소비하는 시간도 전체 경

지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만족도

주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짧은 시간

를 높이는 것이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이다.

에 작업을 끝내고 경주차가 트랙에 복귀해야 드라이버
는 피트스톱에서 잃은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정기점검 서비스 A와 B는 대상
차량에 적용된다. 서비스 A는 최초 출고 후 1년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은 작업 시간
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실전에서 최대
한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주가 열리지 않
을 때에도 끊임없이 연습을 계속한다. 실제 F1을 보면 피
트스톱에서 단순히 타이어만 교체할 경우 차가 멈춘 뒤
불과 2~3초 만에 경주차가 다시 출발하기도 한다. 이는
팀원들의 기술과 협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불
가능한 일이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서비스
메르세데스-벤츠는 F1 피트스톱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비스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익스프레스
서비스(Express Service)가 좋은 예다. 일반적인 서비
스 프로그램에 비해 접수부터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오너라면 누구나 반길 만하다.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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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레이스의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톱의 팀워크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선택하면
빠른 시간에 완벽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위해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현재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전국 65곳의 메르세데
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중 20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ISP 및 마이서비스 등 일반·옵션형
서비스 프로그램과 별개로 전용 워크베이에서 이루어지
므로 예약 후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서
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너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는 앞으
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
스센터를 찾아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고
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는 현장
에서 별도의 브랜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전 미리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수입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3년 연속 1위를 달성할 만큼 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비스를 개선해왔다.

익스프레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다.

F1 경주만큼이나 빠르게 이뤄지는 일상에서 자동차
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기
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빠른 서비스는 소중한 시간을 절약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들이 언제나 최상의 성
과를 거두는 것이 메르세데스-벤츠의 바람이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짧은 시간 안에 오너들이 일상에

또는 1만5,000킬로미터 이내 정기점검, 서비스 B는 서

서 최선의 경험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비스 A로부터 1년 또는 1만5,000킬로미터 이내 정기점
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타이어 브레이크 점검 등이 이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3년 연속으로 수입자동차 애프터세일즈 서비
스 부문 1위에 올랐고, 컨슈머인사이트의 2018 자동차

어지며, 서비스 B는 서비스 A 항목에 실내(에어컨) 필터

기획조사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애프터세일

와 브레이크액 교체가 추가된다. 점검 중 특별한 문제가

즈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소

발견되지 않는 한 서비스 A는 30분, 서비스 B는 60분 이

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글로벌 베

내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출고하는 것이 목표이며, 서비

스트 브랜드 부문에서는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

검에 해당한다. 서비스 A는 엔진오일·오일필터 교환, 각

스센터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작업 및 출고 시간은 변경

처럼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끊임없이 소비

될 수 있다.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기 시간은 줄고,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들이 일상에서도 최선의
경험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메르세데스-벤츠의 바람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

서비스 시간은 크게 단축되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전혀

사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

다르지 않다. 교체, 교환, 보충에 쓰이는 모든 부품과 용

나스 모터스포츠 팀이 F1 우승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품은 품질이 뛰어난 메르세데스-벤츠 순정품이다. 또한

다르지 않다. 좋은 차를 설계하고 만들어 좋은 서비스를

메르세데스-벤츠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교육받고 자격

이어나가는 것. 오너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

이 검증된 공인 테크니션이 작업을 맡으며, 공식 서비스

홀히 할 수 없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뛰어난 서비스 기

센터의 규격화된 설비와 장비를 활용해 모든 작업이 꼼

술과 팀워크를 통해 모든 오너가 메르세데스-벤츠와 함

꼼하게 이루어진다. 나아가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받기

께 언제나 힘차게 달리도록 응원할 것이다.

68

Never Compromise.

타이어의 성능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차량에 맞는 타이어를 찾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메르세데스-오리지널 타이어를 찾으세요.

메르세데스 -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서울: 논현 (02)550-2100 삼성 (02)6177-2000 세곡 (02)6196-6000 양재 (02)6200-0500 성수 (02)460-3421 용답 (02)2244-5578 성동 (02)6312-0000 방배 내방:(02)580-0810 방배 (02)520-1000
한남 (02)6328-7500 강서 목동 02)6355-0100 도봉 (02)6678-7575 금천 (02)807-2400 동대문 (02)2216-6500 성산 (02)309-3421 강남대로 (02)570-1111 도곡 (02)575-7340 경기: 안성 (031)8094-6100
부천 (031)713-4533 일산 (031)905-5588 내곡 (031)974-5588 서초 (02)3488-2400 송파: (02)2152-3333 파주 (031)972-5588 의정부 (031)841-5588 수원 (031)740-5100 분당 판교 (031)750-1900
분당 백현 (031)779-7000 구리: (031)579-0970 죽전 (031)786-6100 용인 수지 (031)290-3700 안양 평촌 (031)596-2600 인천: 인천 (032)770-7700 부평 (032)200-7000 강원: 원주 (033)741-8899
춘천 (033)903-5100 천안 (041)620-7070 대전: 대전 (042)606-3000 대전 유성 (042)602-2050 청주 (043)299-9090 남천 (051)750-2800 부산: 감전 (051)323-3421 해운대 1688-2369
부산 북구 (051)678-7800 대구: 황금 (053)764-1200 대구 서구 (053)552-9001 이현 (053)551-3333 경상: 포항 (054)256-9004 순천 (061)900-8600 광주: 화정 (062)376-2556 소촌 (062)942-7200
수완 (062)961-0090 전라: 전주 (063)226-8955 군산 (063)443-8955 제주 (064)800-9898 마산 1899-3617 진주 1899-3617 창원 1899-3617 금정 1688-2369 울산: 1688-2369

COLLECTION

Mercedes-Benz
outdoor items

야외에서도 품격 있게 즐기자. 럭셔리한 아웃도어 활동에 잘 어울리는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아웃도어 피크닉 블랭킷

롤업 피크닉 블랭킷

윗면은 감촉이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르, 바닥 면은
폴리아미드 방수 소재로
이뤄진 피크닉 블랭킷.

윗면은 폴리에스테르
플리스, 바닥 면은
폴리아미드 방수 원단으로
이뤄진 브라운 & 아이보리
패턴의 피크닉 블랭킷.

B6 695 4747, 4만8,800원

B6 604 1563, 7만6,300원

투-고 컵
손목 스트랩이 있어 휴대와 사용이 편리한
스테인리스스틸 보온 컵은 에바솔로
(Eva Solo)와 컬래버레이션한 제품.
용량 0.5L, B6 695 5014, 5만4,900원

루아나플리스
어깨에 가볍게 걸쳐 따뜻하게 몸을 감쌀 수
있는 아웃도어 망토.
B6 695 3627, 4만8,800원

모던 블랙 룩색

모던 블랙 위켄드 백

로렐리프 디자인의 스트랩이 돋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의 룩색.

로렐리프 디자인의 스트랩이 돋보이는
넉넉한 사이즈의 위켄드 백.

B6 695 5032, 18만5,900원

폴딩 체어

B6 695 5033, 20만2,400원

스틸 파이프 섀시와
견고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한 폴딩 체어.

블랙 슬리핑백

B6 787 1621, 7만3,200원

폴리에스테르 소재 충전재를 넣은
나일론 슬리핑백으로 다른 침낭의
이너로도 사용 가능.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B6 787 1197, 13만9,700원

www.benz-collection.com
02-3673-2216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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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esign story begins now.
독일의 유명 가죽 웨어 브랜드 하인츠 바우어 마누팍트(Heinz Bauer Manufakt)에서 제작된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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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메르세데스카드 혜택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채로운 혜택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mercedescard.co.kr

MercedesCard
Membership

Mercedes–Benz
Benefits

Exclusive
Inv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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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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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재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자
명의 또는 실소유자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내 실사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무료 구독
(단, 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공)
메르세데스카드 보너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10%
할인 쿠폰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순정부품 할인 쿠폰 제공

메르세데스카드 멤버십의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며, 등록 차량
매각 시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매년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트로피.
오직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와 고객 소통의 장인
메르세데스–벤츠 콘서트.
누구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신차 프리뷰 행사.
다양한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라이빙 이벤트.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의 관심 분야와
니즈를 반영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4개의 테마
아래 진행되는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

Tel. 02-463-0006
Fax. 02-463-0409
Web Fax. 0504-841-6219
Email. customer@mercedesc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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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Lifestyle
Hotel & Resort
대한항공 19개 노선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KALPAK 여행 상품 및 대한항공 이코노미클래스 전 노선 5% 할인
동화면세점 5만 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Design & Style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카펠리니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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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팔케 10% 할인

Restaurant & Cafe

판퓨리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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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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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퍼펙션 제품 10% 할인

이사벨 더 부처 스테이크 메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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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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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면소 15%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코리아 크래프트 브류어리 클래식 투어 1회 제공 및 방문 시 맥주 1잔 제공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메르세데스 카페 바이 더클래스 효성 20% 할인(1일 1회 최대 4인까지)

경희골프교육원 CEO 실전골프마스터 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헬리녹스 한남동 헬리녹스 크리에이티브 센터 15% 할인

Healthcare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10% 할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Entertainment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금호아트홀 기획 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차움 차움 프리미엄 검진 웰니스 패키지 제공 및 에버셀 스킨케어 프로그램 할인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솔가 비타민 20% 할인

Living &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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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 이용 쿠폰 제공
미마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디밤비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아이베 25% 할인
짐보리 프로그램 등록 시 10% 할인
한사토이 10% 할인
라움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반일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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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CARD

Focus on Partnership Places
주목해야 할 메르세데스카드 제휴사!
메르세데스카드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네스트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적용
네스트호텔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는 ‘안식처’로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떠날 여유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고요한
자연 속에 머무르고 싶은 이들, 감각적인 건축 공간에서 창조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싶은 이들에게 네스트호텔은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제격입니다.
특히 네스트호텔은 인천국제공항과 자기부상열차로 연결되어 공항
이용객들에게도 위치적으로 더없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객실 우대 요금 (VAT 10% 별도)
1 스탠다드룸(더블/트윈)
산 전망: 주중 12만 원, 주말 15만 원(정상 요금 33만 원)
바다 전망: 주중 14만 원, 주말 17만 원(정상 요금 36만 원)
2 디럭스룸(더블/트윈)
산 전망: 주중 15만 원, 주말 18만 원(정상 요금 38만 원)
바다 전망: 주중 19만 원, 주말 22만 원(정상 요금 41만원)
* 주중: 일~금요일/ 주말: 토요일
* 객실 가능 상황에 따라 주중에 한해 바다 전망 객실로 무료 업그레이드
* 수영장 이용 시 투숙객 대상 요금 적용
부대업장(플라츠 레스토랑, 쿤스트 라운지 전 메뉴) 10% 할인
032-743-9000, www.nesthotel.co.kr

헬리녹스
15% 할인
헬리녹스는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DAC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탄생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흉내내기 어려운
정밀도와 우수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초경량 트레킹 스틱부터 캠핑 체어와 텐트
등 다양한 아웃도어 퍼니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도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디자인과 편리성, 수납력 등을 갖춘 헬리녹스
제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헬리녹스크리에이티브 센터(한남동) 이용 시

15% 할인(단, 중복 할인 불가, 일부 한정판 제품은
할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칼라스홀
기획 공연 10% 할인
대치동에 위치한 마리아칼라스홀은 편안한 객석, 최고급 음향 시스템,
실감 나는 영상 시설을 갖춘 51석의 VVIP 살롱 콘서트홀입니다.
마리아칼라스홀에서 열리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고 친절한 해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마리아칼라스홀 기획공연, 강좌 및 대관 10% 할인

2인 이상 예매 시 골프공 증정(소진 시까지)

02-797-2662, www.helinoxstore.co.kr

02-558-4588, www.mcallash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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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설립한 건강검진 전문
센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직접 초음파 및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치료와 처방을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각 해당 과
의료진의 정밀한 검토 후 전문의가 1:1 상담을 통해 설명해드리며, 이상 소견
발견 시 해당 질환 전문 교수에게 진료받도록 연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며 매년 70여 편의 논문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검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최적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2차 전문의 상담 무료 진행
건강검진 당일 검진센터 내 고급 레스토랑 점심식사 무료 제공
02-2112-5500, healthcare.snuh.org

키자니아
키자니아 반일권 이용 시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
2010년 송파구 잠실에 오픈한 키자니아 서울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이자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입니다. 키자니아 서울은 개장 이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국내
최고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새로운 교육 형태와 놀이를 원하는
대한민국 엄마들과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필수 체험교육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키자니아 부산은 2016년 4월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문을 열었습니다.
키자니아 서울에서 지난 6년간 축적해온 콘텐츠, 운영,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성한 키자니아 부산은 총 면적 9,917.36㎡ 규모로 60여 개
체험시설과 80가지 이상의 직업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키자니아
부산은 ‘F1 트랙’, ‘야구선수 체험’ 등 기존 키자니아 서울에 없던 체험시설을
신설하여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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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발권 시 메르세데스카드와 신분증 확인 필요
반일권 기준으로 종일권은 혜택 적용 불가
중복 할인 및 할인 상품 할인 불가
지정 매장: 키자니아 서울, 키자니아 부산
www.kidzania.co.kr

카시나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02–463–0006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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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는 18세기부터 목제 가구를
생산해온 수공예 가구 공방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부터는 기존의 장인
중심으로 진행하던 수공예 기술을 산업화하고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퀄리티 높은 제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카시나는 1964년에 르 코르뷔지에의
초기 디자인 리프로덕션 생산 권리를 획득하고 게리트 T. 리트벨트가 디자인한
‘레드앤블루’ 체어를 시작으로 ‘마에스트리(Cassina I Maestri)’ 컬렉션을

※ 제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카드를
제시해주시고, 제휴사에 따라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론칭했습니다. 또한 카시나의 또 다른 컬렉션인 ‘콘템포라네이(Cassina I
Contemporanei)’는 현대의 가장 저명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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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6-1743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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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20 d AV
C 220 d 4MATIC AMG Line
C 220 d 4MATIC EX

55,300,000
60,600,000
60,600,000

E 220 d AV
E 220 d EX
E 220 d 4MATIC EX
E 300 AV
E 300 EX
E 300 AMG Line
E 300 4MATIC AV
E 300 4MATIC EX
E 450 4MATIC EXCLUSIVE
Mercedes–AMG E 53 4MATIC+

68,700,000
69,700,000
73,900,000
64,000,000
77,000,000
77,000,000
79,700,000
80,600,000
101,600,000
115,400,000

S 350 L
S 450 4MATIC L
S 560 4MATIC L

147,000,000
166,800,000
20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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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Maybach S 650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CLS

240,900,000
315,400,000
241,500,000

EQ
C 350 e

64,000,000

GLC 350 e 4MATIC

6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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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00,000

74,800,000

CLA 250 4MATIC

Compact Car

SUV

A 220

3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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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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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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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AMG
G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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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C 300 4MATIC
GLC 300 4MATIC AMG Line
Mercedes–AMG GLC 43 4MATIC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70,800,000
82,900,000
96,000,000
97,500,000

GLE 300 d 4MATIC
GLE 450 4MATIC

90,300,000
110,500,000

GLS 500 4MATIC

150,300,000

Mercedes–AMG G 63

211,900,000

Dream Car
C 220 d 4MATIC Coupé

64,700,000

E 220 d Coupé
E 450 4MATIC Coupé
E 450 Cabriolet
E 450 4MATIC Cabriolet

72,900,000
96,200,000
98,500,000
101,600,000

222,900,000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abriolet 247,500,000

GLC 300 4MATIC Coupé
GLC 300 4MATIC Coupé AMG Line

73,900,000
82,900,000

CLS 400 d 4MATIC
Mercedes–AMG CLS 53 4MATIC+

101,600,000
121,200,000

SL 400

132,900,000

September 2019

GLC 350 e 4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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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 GT
Mercedes–AMG GT 63 S 4MATIC+

245,400,000

* 상기 소개된 차량의 리스트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기준입니다.
* 상기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상기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권장 가격일 뿐 옵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매
가격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7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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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자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3
Tel. (02) 6007-0100
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33
Tel. (02) 6678-7500
강서 목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Tel. (02) 6355-0000
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73
Tel. (02) 61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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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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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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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3-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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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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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Tel. (031) 579-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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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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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