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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차 단일 브랜드 중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타이
틀은 저희만의 자부심입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는 전국 11개 사의 공식 딜러 네트워크 등 5,700여 명의 직원
들과 함께 고객의 차를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금처럼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꿀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과 노력은 미래형 모빌리티로 이어집니다. 지난 5월 국내
에 선보인 바 있는 EQ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
는 컨셉트카 ‘VISION EQS’가 대표적입니다. 혁신적인 배터
Dimitris Psillakis
CEO,
Mercedes-Benz Korea

메

리 기술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에너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효율성을 갖춘 차세대 전기차 VISION EQS는 최고급 요

올해 전 세계는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

트에서 영감을 받아 매끄러우면서도 위풍당당하고 단단한

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변

조각품 같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1회 충전으로 최

화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물이 네

대 700킬로미터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대토크 469마력

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개인의 이동성과 소통은 무

(350kW),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4.5초 미만

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과의 더 빠르고 편

VISION EQS는 지속가능한 모던 럭셔리를 실현한 미래

리한 소통을 위해 동탄과 고양, 가양 등에 전시장 및 서비스센

디자인의 아이콘이자 순수 전기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메르

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

세데스-벤츠의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바탕으로 설계한 VI-

을 연 동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을

SION EQS는 새로운 자동차와 모빌리티 시대의 이정표가 될

통해 다양한 차종과 차량 옵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는 디지털 쇼룸을 갖추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국내 전시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및 서비스센터 중 수도권 최대 규모로 확장 오픈한 고양 전시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재의 환경

장에는 수도권 최초로 독립된 컨설팅 공간인 ‘익스클루시브

이 우리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 듯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

라운지’ 등을 마련해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도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이 꿈

있습니다.

꾸는 미래에 메르세데스-벤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 59개 전시장, 70개 공식 서비스센터, 22개 공식 인
증 중고차 전시장, 1,100개 이상의 워크베이 보유로 국내 수

4

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금처럼 최상의 서비스와 최
고의 고객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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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 R T
South Korea : 한국의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8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여정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여행객의
파라다이스’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자동차를 타고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거나
화산섬이 빚어낸 독특한 Mokp’o
풍경을 도보로 즐겨보는

1

2

Hike

화산 폭발로 형성된 한라산은 섬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1,950미터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w3w.co/joyous.rewarm.inheritance
3

일은 여행의 색다른
묘미가 될 것이다.

Feast

제주시 북쪽에 위치한 동문 전통시장부터
방문해보자.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미각을 즐겁게 할 토속음식 등 다양한
주전부리를 맛볼 수 있다.
w3w.co/detained.miss.savings

Sleep

제주도의 남쪽 해안은 만으로 이루어져
육지에서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롯데호텔 제주에서 바라본 바닷가 전경은
유독 아름답다. 호텔에서 몇 걸음만 가면
바로 해변을 만날 수 있다.
w3w.co/dodgy.formation.pharmacy
4

Move

카약, 워터스키, 스피드보트, 패러세일링,
서핑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중문해변이다. 인파로 북적이는
다른 해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해양 스포츠의 스릴을 누려보자.
w3w.co/lizards.booksellers.
apprentice
5

Enjoy

서귀포에 위치한 천지연폭포는 총 길이
22미터, 너비 12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천지연은 ‘신의 호수’를
의미하며 7선녀가 목욕을 즐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w3w.co/smallest.drops.reboot

SOUTH
KO R E A

1

Jeju City

JEJU

2

3

Seogwipo
4

5

5 km

왓스리워즈(what3words)는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3개의 단어만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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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D T O H A PPI N E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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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Helping the environment : 카시아 아타드(Cassia Attard), 캐나다

이 나이 어린 과학자가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글: 마르쿠스 휘프터
(MARKUS HÜFNER)

카시아 아타드
(Cassia Attard)는 18세
나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9 me Convention’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이제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여러 과학 논

퍼센트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데, 무엇보다 대

문에 이름을 올렸어요. 연구하는 데 나이로 인한 제약

부분 도시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충분한 공

은 없나요?

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처 건물의 그림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때문에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곳을 찾기 매우 어렵죠.

각하는데 실제론 그 반대예요. 교수님들은 나이 어

반면에 양자점 기반의 태양광 패널은 68퍼센트까

린 제자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면 더 많은 관심을

지 효율성을 높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가지고 도와주시거든요. 외부 전문가 그룹도 마찬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모든 건물에

가지고요. 태양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

눈에 띄지도 않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스스로 전

났을 때도 다들 기꺼이 도움을 주셨어요.

기를 만들어 공급하게 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현재 관심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배양육 연구도

15살 때 해양 연구를 위해 바하마에 2주간 머물렀

포함될 것 같은데요.

는데, 그곳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접하

3년 전부터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탄소발자국을

게 됐어요. 다름 아닌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였는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에요. 자동차 매연보다

데요. 집으로 돌아오니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농축산업이거든

더라고요. 기후변화를 멈추고 되돌릴 수 있는 유일

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한 방법은 기하급수적인 성장 기술밖에 없다는 걸

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배양육은

깨달았죠. 인류에게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

연구소에서 만들지만 일반 고기와 똑같은 생물학적

는 방법이 기존에 있었다면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

성분을 지녔어요. 가축에서 채취한 세포에 영양분

았겠죠? 토론토 지식협회(The Knowledge Soci-

을 주입해 배양하니까요. 실제 육류와 배양육의 차

ety)의 멤버가 된 이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접
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양자점(quantum dots) 기

이가 있다면 바로 배양육을 제조할 경우 99퍼센트

술이 특히 눈길을 끌었고 이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빨리 배양육 사용이

시작하게 됐죠. 지역의 연구소를 빌려 고유의 양자

확대되면 좋겠어요. 정말 햄버거가 먹고 싶거든요.

의 물과 토지를 절약할 수 있고, 99퍼센트의 온실

점 개발을 위한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어요. 그
리고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토론토 대학과 협업하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요?

여 제가 개발한 양자점을 투명 태양광 패널로 변형

에너지산업과 농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 산업들을 변화시
킬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

지금 이야기한 양자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태양광

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체하

에너지 개발이 중요한지 설명해주세요.

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양자점과 배양육 모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현재 태양광 에너지는 확장

두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전기와 음식을 기존과 다

성을 잃어버렸어요. 좀 더 효율성 높은 새로운 소

른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고요.

재와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개발해야 했죠. 회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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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자들이 실패를 거듭한 연구 분야에서 본인이

그중 양자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반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 나노 입자로 되어 있어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어린 나이에 이런 기회와 연구 자원을 제공받은 점

양자점은 이름처럼 매우 작은 원자로 구성돼 있어

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존에 없던 새

요. 대략 50개 정도 되는 원자가 빛을 흡수하죠. 그

로운 성과물을 창조하려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래서 양자점을 유리나 금속 위에 올려두면 태양광

개척해야만 한다”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패널로 변환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점을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은 최대 30

는 없으니까요.

PHOTO PRIVATE

석, 나노와이어 등 시도해볼 만한 재료가 많았는데

I M AGI N E

More than fantasy
메르세데스–벤츠의 컨셉트카 역사상 이보다 더 미래
지향적일 수 있을까?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The Vision AVTR은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인다. CES 2020에서
최초로 공개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율주행형
컨셉트카 The Vision AVTR은 인간과 기계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럭셔리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글: 뤼디거 바스(RÜDIGER B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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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셉트카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상용

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솔루션

화되는 자동차 디자인을 미리 만난다는 개

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러나 메르세데

스-벤츠의 The Vision AVTR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감성과 기술을 하나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다 강력하게 구현하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이

고자 했다. 단순히 모터쇼에 등장한 새로운 자동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

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른 친환경 혁신 기술을

근했다. 차의 내부 기능을 먼저 구상하고 외관을 설

다양하게 적용해 먼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낸

계하는 것은 메르세데스-벤츠 최초로 시도한 방식

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혁신 아이디어는 손의 맥

The Vision AVTR은 운송 수단의 첨단 변혁
(Advanced Vehicle Transformation)을 의미함

박을 감지해 차를 제어하는 패널 조이패드(Joy-

pad). 그리고 이 기능과의 연결 고리들을 생각했다.

과 동시에 영화계 거물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기념

고객들이 감지하고 느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무엇인지,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친환

오마주한 이 컨셉트카는 이름 그대로 미래 우리의

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이 더해졌다.

삶을 충실하게 구현한다. 영화에서 감독이 그려낸

신규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객들이 세상을 바

유토피아는 실상 우리 삶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

라보는 관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자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화 <아바타>는 향후 살만한

동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컨셉트카를 타는 순간 모

가치가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든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을 바로 느낄 수 있길 원했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 차체의 센서와 사람의 감각기관이 하나가 되면

직관적인 소통
The Vision AVTR은 친환경 전기차로서 지속가능

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한 럭셔리 자동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간

으킬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탄생했다. 사람의 손길

“아바타(Avatar)”
2009년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공상과학
영화 <아바타>는 최대
관객 수를 자랑하며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가상의 행성
판도라의 원주민 나비족이
자연환경과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와
대립하는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총 4부작으로
기획되었다.

서 감성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프로젝트를 통해 말 그대로 호기심을 불러일

과 기계 그리고 자연이 서로 직관적으로 커뮤니케

이 닿자 컨셉트카는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조이패

이션하고 교감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

드의 깜빡이는 불빛은 마치 심장박동 같은 생동감

로 풀어냈다.

이 느껴졌다. 바이오닉스(bionics)는 기술적 문제의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미 브랜드 비전을 ‘지속
가능한 혁신적 럭셔리’로 정의하고 다양한 프로젝

14

솔루션을 찾기 위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들의 컨셉트카
개발 초기 연구 자료.

차체 후면부에 위치한

33개의 바이오닉 밸브는
육각 형태로 모든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파충류의 비늘을
연상시킨다.

V I S I O N AV T R

디지털 뉴런은 차
스스로 라이트를 켜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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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컨셉트카를 만나보자
바이오닉 밸브가 진동을
통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컨셉트카
The Vision AVTR이
운전자 및 탑승자들과
어떻게 소통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mbmag.me/visionavtr

믿음이 있다. “자연환경을 통해 배울 것은 무궁무진

메르세데스-벤츠의 개발자들은 모빌리티와 커

하죠.” 메르세데스-벤츠 AG 이사회 상임의장인 올

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라 칼레니우스(Ola Kållenius)는 컨셉트카를 공개

다. 차의 앞축과 뒤축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반

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친환경적 기법에 근거한 완

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여 차량이 30도 경사면에서

벽한 자원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환경을 보

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와 폐기물
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컨셉트카의 특징을 한마디로 ‘게
걸음’으로 표현한다. 차체 루프의 후면부에는 파충

The Vision AVTR의 배터리 기술은 그래프 기

류의 비늘과 유사한 33개의 바이오닉 밸브를 장착

반의 유기 세포화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희토류를

했다. 밸브가 자유자재로 움직임에 따라 운전자와

비롯한 희귀 광물 자원과 금속 소재는 사용하지 않

차량 그리고 주변 환경 간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용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

이하게 한다.

로 핸들을 포함한 조향 장치가 없다. 운전자는 중앙

The Vision AVTR은 운전자의 숨결만으로 탑

콘솔에 장착된 조이패드를 이용해 자동차를 작동

승 여부를 인지할 수 있다. 차 좌석은 영화 <아바

시킨다. 이 조이패드는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작동

타>에서 본 듯한 야자나무 줄기로 만든 해먹을 연

방식은 유사하지만 좀 더 직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상시킨다. “전체 인테리어는 탑승자들이 포근한 담

PHOTOS MERCEDES-BENZ AG

요로 온몸을 감싼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

첫 번째 스케치에서도
컨셉트카의 활처럼 휜 듯한
유연한 곡선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다.

The Vision AVTR의
내부는 누에고치 모양으로
탑승자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
“The Vision AVTR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

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수

지 않는 제로 임팩트(zero-impact) 자동차의 비전

석 디자이너 고든 와그너(Gorden Wagener)는 인

계하였으며,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편

을 가시화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컨셉트카 개발 책

테리어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한 탑승자들은

임을 맡고 있는 마르쿠스 섀퍼(Markus Schåfer)

주변의 도로 상황을 조감도처럼 비춰주는 아치형

는 이렇게 강조했다. 전기 배터리는 퇴비로도 재활

디스플레이로 에워싸이는 느낌도 받을 것이다.

용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궁극적으로 ‘줄

“The Vision AVTR은 이론에만 그친 과학을

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에 기반한 탄소발자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했습

국 줄이기 및 자원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학자 알렉산더 만코

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미 메르세데스-벤

프스키(Alexander Mankowsky)는 설명을 이어

츠가 생산하는 모델의 95퍼센트가 재활용이 가능

갔다. “미래에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하며 순수 전기차도 예외는 아니다.

점을 잘 입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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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freedom
미래에는 우리가 원할 때만 운전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혁신 기술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본다.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로켓 &윙크(ROCKET & WINK)

독서, 공상, 놀이: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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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상용화를

연구 실적은 메르세데스-벤츠 AG 같은 회사들이

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기술이 도래했다. 우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AG의

현재 겪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성공의 척

리는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의 영향을 교

자율주행 연구 수석인 우베 켈러(Uwe Keller)는

도와 같죠. 우리 회사는 여전히 기계공학적 측면의

통 인프라나 경제, 도심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벌써부터 기술 개발 경

엔지니어링 완성도로 유명하지만, 수준 높은 소프

작은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이

쟁은 가열화되는 양상이다. 구글과 애플 등 디지털

트웨어 개발자로의 변모도 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기업들도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

생산 업체의 경쟁자가 되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 제작된 차량의 하드
웨어는 물론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 인공지능 네

이고 있다. 우리가 운전이나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포괄적이고 신속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

대신 다른 것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안 차가

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는 다양한 부품업체는 물

트워크,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자율주행의 성공을 결

스스로 알아서 주행한다. 이러한 상상이 곧 현실이

론이고 대학과 연구소, BMW 같은 경쟁 업체와도

되는 것이다.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어쨌든 자동화와 자율주

우리 모두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

행 기술이 모빌리티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알리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리가 자율주

디지털 혁신

는 신호탄이 된 것은 분명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행에 대해 논의할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술적인 완성도

관점에서 보자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는 물론 법적 책임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와 윤리적

운 분야를 개척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

공통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 차량 자동화 및 자율

측면의 도전까지 해결해야 하니 말이다. 예를 들어

다.” 켈러가 설명을 이어갔다. “자동화 및 자율주행

화 수준을 진단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고도화된 수

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도로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

준임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은 ‘레벨 4~5’에 해당한

응할 것인가? 다시 말해 기계로 움직이는 차량이

다. 자율주행 로보택시(Robo-Taxi)가 가장 좋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게 운전을 한다

사례인데, 우리는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와 같은 방

고 보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

식으로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차이

요한 때가 왔다.

는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다. 장거리 여행이건 단거

“자율주행 환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객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여행이 좀 더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토마스 헹스터만(Thomas Hengstermann), 다임러 모빌리티 AG의 자율주행 서비스 책임자.

생활 자체가 훨씬 풍요롭고 편해진다는 것이다. 부
모가 회사 업무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할 때 자율
주행 차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
거나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과제
리 이동이건 상관없이 로보택시는 최적의 길을 찾

념이 아니라 운전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갖게 되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은 모든 도로 이용자들의 안

아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전을 제고하도록 설계한다. 차량이 자율주행 기반

도 우리는 차 안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운전석

으로 움직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

자유로워진 시간 활용

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굴을 맞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사람의 실수로

차량 공유 서비스인 프리나우(Free Now) 이용자

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숫자가 절대적이라는 통계

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율주행 혜택을 누릴

즐길 수도 있고, 영화를 보거나 목적지에 도착해 들

를 감안하면 사고 감소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도심에서

러야 하는 맛집 리스트를 작성할 여유도 갖게 될 것

는 아니다.

교통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이다. 마침내 우리가 찾던 맛집에 정확히 도착하면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아무리 지능화된 알고

없다. 가까운 미래에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은 자신

주차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자율주

리즘을 도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들

의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변경하고 운전자가 아

행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는 동안 우리는 이

을 처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인간은 문제

닌 그저 탑승자로 편안하게 자동차 안에서의 시간

미 식당 안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고 있을 것이다.

가 발생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동시다발적으로

을 즐기게 될 것이다. 단순히 운전을 안 한다는 개

자율주행을 논의할 때 가장 크게 강조하는 점이 바

머릿속에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로 운전자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없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로움은 우리가 여행 중 하고자 했던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모빌리티, 즉 움직임 및 이동과 연관된 우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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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솔루션 조합을 찾기 위해 분주하죠. 컴퓨터
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켈러 수석
은 설명을 이어갔다.
컴퓨터의 경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 가능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우베 켈러(Uwe Keller), 메르세데스-벤츠 AG의 자율주행 연구 수석.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에 부
착된 센서가 주변의 교통 환경을 탐색하고 관련 정
보를 수집하는 한편 과거 경험과 날씨, 시간 등 다

해 주차하고, 능동형 스톱-앤-고 어시스트(Active

술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끊임없이 데이

Stop-and-Go Assist)를 통해 교통 정체 상황을

터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기술이

쉽게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상용화가 임박한 기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켈러는 놀라움을 감추지

술은 다양하다.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현재 가능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양한 운전자 어시스트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늦어도 2020년대 중
반에는 첫 번째 양산 적용 사례를 발표할 것으로 기
대한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의 핸들과

세계적 기술 개발 열풍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율

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연말 미국 산호세에서

주행 기술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자율주행의 첫 번째 도로 테

시스템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앞서 언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독일에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도로 테스트를 통해 앞

급한 차량 자동화 및 자율화 수준에 의거하면 현

벤츠가 있듯이 미국, 중국, 인도 등 모든 강대국들

서 언급한 모든 자율주행 기능을 점검하고자 한다.

재 ‘레벨 2’에 진입했다. 운전자 감독하에 액티브 파

이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기술 개발에 괄목

여기에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물론 포함된다.

킹 어시스트(Active Parking Assist) 기능을 이용

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앱을 통해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은 자율주행 기술의 다
양한 적용과 각기 다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나 지역에 따른 교통법규나
문화적 차이, 운전 습관 등 고객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수용도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다 신기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차량이 자율적으

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기존

게 인사를 전할 수도 있고 안전벨트는 착용했는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도 만약의 경

출발해도 될지 확인하죠. 자율주행 환경에서도 이

우를 대비해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로 택

와 비슷한 고객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운전

시가 운행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기

이 좀 더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술적 측면을 설명해줄 전문가도 동승한다.

다양한 업체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기술을 고
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고객

수신호와 눈인사

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메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적합한 혁신을 선도해온 메

르세데스-벤츠는 언제나 그랬듯 최고의 품질을 제

르세데스-벤츠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

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가장 까다로운 안전 기준

해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을 채택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어온 브랜드의 전통

이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동차에 기대하는 바는

과 명성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계속해서 이어

또 무엇이 있을까? 차를 타면 우리를 반갑게 맞아

나가야만 한다. 품질 최고주의와 안전 최우선 정책

주는 목소리? 음성 호출이나 스크린 혹은 버튼 터

은 변함없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근간을 이룬다.

치 방식의 차량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전기사들은 눈인사나 수신호로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모빌리티

AG의 자율주행 서비스 책임자인 토마스 헹스터만
(Thomas Hengstermann)은 설명을 계속했다.
“실제 운전기사들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에게 가볍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정해진
일정은 최대한 준수할 계획입니다.” 토마스 헹스터
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술 6단계
자율주행 레벨 0
운전자가 직접 차량 주행 및 제어

자율주행 레벨 1
디스트로닉 차간 거리 제어 장치
(Distronic Proximity Control) 같은 운전자
어시스트 기능의 선택적 장착

자율주행 레벨 2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Active Parking
Assist), 능동형 스톱-앤-고 어시스트
(Active Stop-and-Go Assist) 같은 제어
기능을 탑재하여 부분 자율주행 가능

자율주행 레벨 3
주행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변경을 포함한
방향·속도 제어 기능 강화, 운전자 개입이
일부 필요한 조건부 자율주행

자율주행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도로의 상태나
주차 등 특정 상황에 맞게 시스템 스스로
주행을 제어하므로 운전자 불필요

자율주행 레벨 5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 개념 도입. 운전자는
탑승자가 되어 교통 상황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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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디자이너는
독일 진델핑겐에 있는
단골 이탤리언
레스토랑으로 가고자
E-Class Coupé에 올랐다.

What did the
future look
like in the past,
Mr Sacco?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타일링 부서 책임자에서 총괄 디자이너에 이른 브루노 사코는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벤츠 브랜드를 만들어온 1등 공신이다. 그는 20세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 진델핑겐에 자리한
그의 자택을 방문해 디자이너로서 보낸 그동안의 삶을 함께 돌아본다.
인터뷰: 요르그 호이어(JÖRG HEUER) 사진: 콘스탄틴 미르바크(CONSTANTIN MIR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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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86세의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브루노 사코(Bruno

주변이 없어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Sacco)는 멋스러운 차림새로 정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차는 C 126 시리즈입니다. 정말 아름답

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착용한 양복, 모자와 완벽한 컬러

고 우아한 모델이죠.

조화를 이루는 E-Class Coupé를 운전할 계획이다. 그에게는 겨
울 동안 운전하지 않은 또 한 대의 차가 차고에 있다. 그 차는 그

1970년대 중반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그 당시 어떤 모습의 미래를

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던 시기에 제작한

상상하셨나요?

‘정교한 우아함’으로 정평이 난 올드카다. 바로 ‘사코 쿠페(Sacco

머릿속에 C 111-III 모델이 바로 떠올랐어요. 제가 디자인과 관련

Coupé)’로 알려진 560 SEC(C 126) 모델로 1989년에 제작되
었다. E-Class와 동일하게 짙은 블루 컬러가 인상적이다. “그 당

가지 모델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 팀에게 주어진 제약이 별로

시 저는 쿠페형 라인이 큰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델

없었어요. 그래도 커다란 도전인 건 분명했죠. C 111-III 모델을

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만든 첫 번째 자동차죠. 그 전까지 겨우 두

별로 시리즈 생산을 시작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도 했고요.”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으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브루노 사코는 설명을 이어갔다. “간결함의 미학이죠. 성공적인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1A 디자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그의 첫 번째 성공작은 1979년 출시한 2세대

S-Class(W 126) 모델이다. 이때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내에서

세웠다고 믿습니다. C 111-III 모델을 통해 향후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 당시 제가 생각한
미래 모습은 C 111-III 모델에 모두 담겨 있어요.

균형 잡힌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이 사코 고유의 스타일로 각인
되기 시작했다. 크롬 도금 소재 대신 가볍고 공기저항을 줄일 수

C 111-III에 사용된 여러 디자인 요소가 향후 메르세데스-벤츠의 시

있는 효율성 높은 원자재를 사용했고, 자동차 미학의 새로운 개

리즈 모델에 지속적으로 적용된 게 사실인가요? 심지어 경쟁사들도

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세꼭지별 엠블럼이 상징하는 메르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세데스-벤츠 브랜드의 미래 초석을 다듬었다. 메르세데스-벤츠

네, 맞아요. 1970년대 말 C 111-III을 선보이고 아주 좋은 반응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자동차 전체의 디자인 역사를 다시 쓸 수

얻었어요. 강인하면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특유의 차체 라인 덕

있었는지 개인적 소회를 직접 들어본다.

분에 1980년대 생산된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에서 이와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보유하신 두 대의 차도 그렇고 오늘 입으신 옷도 모두 푸른색이네
요.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블루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1975년에 전설적인 300 SL(W 198)을 디자인한 프리드리히 가이

네, 푸른색을 좋아해요. 유년 시절을 보낸 곳도, 휴가 때마다 잊지

거(Friedrich Geiger)의 후임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대가의 자리

않고 가는 곳도 이탈리아예요. 푸른색은 하늘, 자유로움, 아름다

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요?

운 날씨를 상징하죠.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돌아올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쁘게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제가 선임 자리에 오

메르세데스-벤츠에 1958년 입사해 41년간 근무하셨어요. 1975년

르고 첫 번째로 개발한 자동차가 126 시리즈인 The New S-Class

스타일링 팀장에 임명된 이후 총괄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항상 브

모델이에요. 고객들과 회사 내부 직원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

랜드의 이미지를 책임지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세대

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게 필요했어요. 고객과 동료 직

를 풍미한 자동차 개발에 모두 참여하셨고요. 본인이 맡은 일을 간

원들은 항상 제 일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니까요. 결과물은 다행히

략히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성공적이었습니다. S-Class 후속 모델이 인기를 얻기 전 10여 년

이미 질문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디자인 개발과

간 사랑을 받았죠. W 126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한 미래 모습에 잘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맞습니다. 더 효율적인 차를 개발하기 위해

부합하는 모델이었어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였

항상 노력했죠.

죠. 또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는 뛰어난 자동차를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효율성 높은 차는 동시대는 물론이고 시간이

효율적인 차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나도 클래식카로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W 126의 차체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차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

는 이전보다 가벼워졌고, 간결하고 명확한 라인과 형태를 유지하

형이 맞고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언제나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선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체의 전면과 후면부의 에이프런을 새롭게

이 살아있지 않거나 차 전면부가 특색 없이 밋밋하거나 후면부가

디자인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닛 아래 숨길 수 있는 와이퍼를

너무 높아 전체적인 균형을 깬다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말

최초로 도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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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사코
(Bruno Sacco)는
1958년부터 1999년까지
메르세데스-벤츠에
근무했다.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의 대표 디자인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이탈리아 출생으로
현재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다. 그가 개발에
참여한 모델은 역사적인
C 111-III 모델을 비롯해
W 126, W 140, W 220
시리즈의 S-Class 모델과
‘미니 벤츠’라 불리는
W 201, 전설로 내려오는
129 로드스터 시리즈까지
매우 다양하다. 올해
86세인 브루노 사코는
유럽 자동차협회
명예의전당과 미국 미시건주
디어본(Dearborn)에
위치한 자동차
명예의전당에 헌액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우디네
(Udine) 대학교는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9

C 111-III

공기저항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기네스북에 가장 빠른 디젤 승용차로
등재되었다. 브루노 사코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전반을 책임진 최
초 모델로 1978년 장거리 주행 테스트에서 총 9개의 세계 신기록을 수

립하였다. 가늘고 좁은 외관과 차체에 반쯤 덮여 있는 휠, 함몰형 헤드라
이트와 후면부 중앙에 위치한 지느러미 모양의 날개 등이 독특하다.

C 126

진정한 의미의 ‘사코 자동차.’ S-Class의 2세대 모델로 1979년 출시되었
다. 세단과 쿠페 중 선택이 가능했으며, 브루노 사코 자신도 쿠페 모델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126 시리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최초로 지속

가능, 경량화, 공기저항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모델이다. 크롬 등
메탈 소재 대신 플라스틱 재질로 된 전설의 사코 패널도 S-Class를 통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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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29

로드스터의 느낌을 충분히 담고 있는 영원한 클래식. R /C 107 이후
1989년 출시되었다. 오랜 시간 연구를 거쳐 나온 결과물인 만큼 현재까
지도 메르세데스-벤츠가 보유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브루

노 사코의 작업은 오토매틱 롤바(rollbar)가 장착된 첫 번째 로드스터 모
델에 한정된다. 낮은 공기저항계수를 자랑하는 최적의 공기역학 디자인
을 차용하고 있다.

SLK

“SLK를 볼 때마다 미소 짓는 제 자신을 봅니다.” 브루노 사코의 말처럼
SLK는 보는 이를 흐뭇하게 만든다. 1996년 출시된 이 모델은 개발 단계
에서 소형 로드스터에 속하는 비교군을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테스트에

활용했다. 비교적 단기간에 SLK(R 170)가 브루노 사코의 총애를 받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상 열정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게 더욱 어울리는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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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29 출시를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죠. 차체의 밸런스와
성능 모두 완벽에 가깝습니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R 129 모델에 대해 얘기해보죠. R/C 107 후속으로 등장했지만 기
존 SL-Class의 전통을 이었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메르
세데스-벤츠가 출시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코 씨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크롬 소재로 대표되는 기존 모델들에 식상해진 것이죠. 1971년부
또 ‘사코 패널(Sacco panel)’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사이드 덮개

터 1989년까지 근 20여 년간 자동차 시장을 대표했으니까요. R

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책임지는 것과 단순

129 출시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

히 디자인 업무를 하는 것의 차이도 절실히 느꼈는데요. 디자인

어요. 차체의 밸런스와 성능 모두 완벽에 가깝죠.

총괄 책임자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야 되더군요.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126 시리즈는 큰 성공을 거두었죠. 지금까지도 C 126 모델을 타시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한 2개 모델의 시리즈 출시가 가장 힘들

는 것 같아요.

었어요. ‘미니 벤츠’로 유명한 190 E 시리즈를 1982년에 처음 소

네, 맞아요. 제가 S-Class Coupé를 보유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개했습니다. 날렵하게 각진 외관과 플로우 라인이 평행하게 놓이

가장 훌륭한 투어링카라고 생각해요. 장거리 여행에 이보다 좋은

도록 설계한 직선 형태 등 C 111-III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많이

차는 없죠. 지금 당장 이탈리아 팔레르모로 떠나도 전혀 문제없

참조했죠. 후면부의 테일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W 201

을 만큼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시리즈라고 생각해요. 물론 A-Class 개발도 기억에 남네요.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가 소개한 전륜구동

총괄 디자이너로서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었나요?

모델이니까요.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

테일과 노즈(nose) 없는 형태의 차를 디자인하는 것이 처음

았어요. 회사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직원들과

이라 쉽지 않았어요. A-Class를 디자인하던 당시 우리는 이미 전

함께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더 집중했죠. 그래도 한번 크게 화를

기차 같은 새로운 구동 방식의 차량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또

낸 적이 있는데요. W 126 후속으로 1991년에 출시한 W 140 때

다른 디자인 혁신은 자동차 측면 충격 방지를 위한 이중 플로어

문이었죠. The New S-Class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싸늘

(floor)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모델은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W 140 모델의 인테리어 디

아니지만 A-Class의 외관 디자인이나 다양한 혁신 요소는 인정

자인을 할 때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영업부문의 요청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엄청난 발전

있었지만 저는 차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자동차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 외관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에서는 판매
가 잘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완벽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현재 W 140 모델은 독일의 클래식카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
기를 모으고 있어요.

혹시 소원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기차 맨 앞 기관석에 가보곤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증

당시 사코 씨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세계적 인기를 누렸는데요. 남들

기기관차 빅보이(Big Boy)가 철로 위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꼭 한

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철학은 무엇인가요?

번 보고 싶네요. 과거에 빅보이는 미국 유타주와 와이오밍주의 산

저는 새롭게 도입하는 모델이 기존 구모델을 쓸모 없는 낡은 것

위로 40미터가 넘는 긴 열차를 매달고 달렸죠. 수십년 전 운행을

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중단해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이 환상적인 엔

것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 작업을

진이 다시 열차를 매달고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메르세데스-벤츠는 메르세데
스-벤츠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 기존의 전통과 고
유한 특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신구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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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그 호이어(JÖRG HEUER)는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매거진>의
편집장이다. 그는 브루노 사코와 독일 남부에서 사흘간 멋진 시간을 보냈다.

STORIES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130년간 출시한 다양한
자동차 모델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펠바흐에
위치한 벤츠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mercedes-benz.com

A RCHI T EC T U R E

PHOTO STEPHANIE FÜSSENICH/PATRICK BLANC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 건물
벽에 이르기까지 패트릭 블랑이
설계한 버티컬 가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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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ing homes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바이오필릭(biophilic) 건축’이 세계 곳곳의 대도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꿈을 이뤄주고 있다. 바로 그들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을 자연으로 채우는 것이다.
글: 아이리스 마이드라크(IRIS MYDLACH)

35

36

A RCHI T EC T U R E

도심 속 오아시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주거밀집지역에서
눈에 띄는 이 건물의 벽면은 공기
정화 기능을 지닌 11만 5,000개에
달하는 식물로 둘러싸여 있다.

37

PHOTOS PR/STUDIO BOERI, PR/BEPPE GIARDINO

A RCHI T EC T U R 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나무와 덩굴식물로 덮인
주거용 건물 2개 동은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인
스테파노 보에리가 설계한
것으로 2014년부터
밀라노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트리 하우스의 재발견:
이탈리아 토리노의
‘25 Verde’는 건축가
루치아노 피아(Luciano
Pia)가 설계를 담당했다.

수많은 연구 결과 녹색식물은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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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타티아나 빌바오가
멕시코 몬테레이에
설계한 이 주택은 자연과
주거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물 내외부에 유리창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집이 숲으로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40

지속가능한 디자인:
타티아나 빌바오는
멕시코 내에서 조달 가능한
원자재만을 사용해 집을
짓는다.

PHOTOS PR/RORY GARDINER

A RCHI T EC T U R E

건물 벽에 설치된 가든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들의 모습.

미첼 호아킴은 자연과
건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맨해튼을 만드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숲

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 우거진 숲 속을 몇 발자국만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

걸어도 금세 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누구든 심장박동

는 밀라노의 주거용 건물 2개 동에 9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벽

이 느려지고 깊은 심호흡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을 둘렀다. ‘보스코 베르티칼레(Bosco Verticale),’ 이른바 버티

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유래한 자연치료법인 ‘신린요쿠(shinrinyoku)’는 이름 그대로 삼림욕을 의미하는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컬 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물을 선보인
것이다. 건물 벽을 둘러싼 나무들은 연간 30톤의 이산화탄소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높아진 인기를 증명하듯 자연과 함께

80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건물 내부의 온도를 2~3도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이상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알라룸푸르의 고층 건물도 같은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의 식물학

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동경하는 것은 너

자이자 공간건축가인 패트릭 블랑(Patrick Blanc)은 파리에 위

무나 당연하다. 대부분이 삭막한 도심에 갇혀 자연을 가까이할

치한 건물 전체에 풀과 나무를 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열망은 커져만 간다. 이에 전 세계 많

건물 벽면에만 국한되었던 작업을 확대하여 자연을 보다 적극적

은 도시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의미가 크다.

울이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한 요구는 100여 년 전
부터 있었습니다. 도심의 건축물들은 콘크리트와 철재 및 유리를

인간과 동물을 위한 도심 속 오아시스

주요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삭막하기 그지없죠.” 뉴욕의 건축

자연과 도심 공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곳곳에서 찾아

가 미첼 호아킴(Mitchell Joachim)은 열정적으로 건축과 자연에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Utrecht)는 도시 내 300여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자연친화적

개의 버스정류장에 작은 화단을 설치해 ‘꽃과 벌이 쉬는 곳’이라

건물을 짓는 것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

는 애칭을 붙였다.

았죠.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멕시코의 건축가 타티아나 빌바오(Tatiana Bilbao)가 건축
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마커스상(Marcus Prize)을 수상한 것

자연을 가꾸는 작은 노력이 기후변화에 가져온 나비효과
호아킴에게 바이오필릭(biophilic) 디자인은 건축업계에 부는 또

이면서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설계하는 데 전념했다. 멕시코 몬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념이다. 도

테레이에 설계한 별장은 사방에 유리창을 배치하여 풀과 나무들

심 내 구석구석 빠짐없이 모든 장소에 자연친화적 건물을 짓고

을 비춤으로써 숲으로 둘러싸인 효과를 연출했다.

은 우연이 아니다. 건축가로서 빌바오는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

자연을 접목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미첼 호아킴이 운영하는 뉴욕의 건축 컨설팅 업체 테레폼 원

이다. 그는 생태계와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

(Terreform One)은 ‘생명력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여기에 근

도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생활해야만 삶의 여유를 찾고 인간 본

무하는 건축설계사들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연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과 가까워

위해 엔지니어, 식물학자들과 협업한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골재

지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관대해지고 더

를 벽과 기둥을 세우는 데 이용하거나, 실제 집과 건물에 나무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대규모 조림사

키워 숲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시도는 다소 무모해 보인다. 하

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연구기관이 2015년 발

지만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의 발전에 따라 엉뚱

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에 가로수만 심어도 주민들의

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호아킴은 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 고층 건물 벽면에 꽃과 나비가 가득한 버터플라이 가든을 조성

PHOTOS MITCHELL JOACHIM/TERREFORM ONE

중이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모나크 나비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호아킴은 이렇게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뉴욕에서 모나크 나비 수십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
했어요. 나비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뉴욕이 오히려 엄청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맨해튼 도심에서 나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 마이드라크(Iris Mydlach)는 2년 전 함부르크의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 도시 생활이 그리운 그녀는 도시에 친환경 그린 건축물이 많아진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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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
황무지로의 여정:
피시레이크 국유림에
자생하는 선인장.

The new GLS를 타고
모뉴먼트 밸리로 떠나는
오프로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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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

Through space
and time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기암괴석이 즐비한 놀라운 풍광을 만나보자.
The new GLS에 올라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캐니언랜즈(Canyonlands) 국립공원을
횡단하면 마치 지구의 역사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글: 마크 빌레펠트(MARC BIELEFELD) 사진: 카일 스콧 알렉산더(KYLE SCOTT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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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

모뉴먼트 밸리를
이루는 30억 년이 넘은
기암괴석.

※ 본지에 소개된 차량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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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GLS 안에서
즐기는 멋진 풍경.

최첨단 주행 어시스트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험난한 유타 사막을
탐험하기 시작한다.

음

악이 필요한 순간이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배경이 될

득히 펼쳐진다. 피시레이크 국유림(Fishlake National Forest)

멋진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안녕, 벤츠.” 음성인식 인포테

의 울퉁불퉁한 암석도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간다. 주위를 둘러싼

인먼트 시스템 MBUX에 말을 걸었다. “무엇을 도와드릴

광경은 대초원과 선인장이 드문드문 보이는 뜨거운 사막이 전부

까요?” 시스템이 바로 응답한다. 차창 왼편으로 기암절벽이 쉼 없

다. The new GLS를 타고 야생 그대로의 척박한 풍경을 좀 더 둘

이 스쳐 지나간다. “음악 틀어줘”라는 내 답변에 곧바로 그룹 비치

러보기로 한다.

보이스의 히트곡이 정적을 깨고 흘러나온다. 뒤이어 지미 헨드릭
스의 노래가 이어진다.
여태껏 이렇게 편안한 드라이브를 즐겨본 적이 없었다. The
new GLS는 효율적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반으로
도로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한다. 15번 고속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끝없이 펼쳐진 황야를 만나다
이 주변의 자연경관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거대한 협곡과 암
석 봉우리, 그리고 선사시대의 퇴적층은 수십억 년에 걸쳐 무자비
하게 반복된 침식과 혹독한 날씨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The new

로를 따라 유타주를 거쳐 애리조나의 협곡을 향해 가는 여정은

GLS는 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방 표시 장치인 헤드업 디

즐거움이 가득하다. 바로 눈앞에 미국 서부의 황량한 평야가 가

스플레이에 보여준다. 운전자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도록

47

GLS

차 앞 유리창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은 한 편의
영화 같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인
가장 럭셔리한 SUV의
최첨단 핸들.

커다란 여행 가방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

디자인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현재 주행 속도, 제한속도, 내비게

여행하는 경험은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The new GLS에

이션 안내 정보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는 혁신적인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손이 터치스크린이

한동안 탁 트인 공간이 계속됐다. 이 땅의 경계는 산 이외에

나 터치패드 혹은 중앙 콘솔에 다가가기만 해도 미디어 디스플레

는 없어 보인다. 원주민과 정착민의 삶을 지켜보고 보호해주던 이

이는 미리 입력해둔 개인 맞춤형 메뉴를 보여준다. 차의 모든 정

가공할 위력의 자연은 서부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활용되었다. 동

보와 기능을 손가락 터치 하나로 불러올 수 있다.

쪽의 로키산 꼭대기는 한여름에도 흰 눈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

운전석에서도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다. The new GLS에 탑재된 오프로드 기능 덕분에 운전이 편안

선택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해져 주위 풍경이 더욱 영화같이 다가왔다.

의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선호도와 습관을 학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현재 바깥 기온은 섭씨 35도로 그

사막을 항해하는 인공지능

늘 하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내부는 매우 쾌적하게 냉방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차에 올라 태곳적 풍광을 간직한 지역을

이 되어 있고 나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트에 장착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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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둘러싸여 있어도

The new GLS의

강인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여전히 빛을 발한다.

GLS: THE S-CLASS OF SUVS
The new GLS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인 가장 크고 럭셔리한 SUV 모델이다.
더 넓은 공간, 더 완벽한 안락함과 고급스러움 등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 압도적인 균형감, 길어진 보닛, 21~22인치까지
확장된 휠은 차의 존재감과 힘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렇지만 The new GLS의
외관은 무겁지 않게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차 안의 인테리어 역시 화려하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변경이 용이해 최대 7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부의 모든

좌석은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하며 첨단 디지털 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막에 갈 일은 없을지 몰라도 오프로드 주행이나 장거리 여행에
이보다 더 완벽한 차는 없을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자.
bitly.kr/ELcV14E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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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

기능을 작동시킨다. 앞 유리창을 통해 석회암으로 된 돌기둥과

1

1

불멸의 대지
뜨거운 태양 아래 빛나고 있는 유명한 암석 멕시칸 햇(Mexican
Hat) 근처로 다가가니 저 멀리 조(Joe)의 모습이 보였다. 조는 나
바호 자치국(Navajo Nation: 미국 애리조나, 유타, 뉴멕시코 주에

2

걸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원주민보호구역)의 일원이다. 그는
은 제품을 판매하고 버려진 트럭을 수집하며 이곳에서 살고 있다.

2

나는 잠시 그와 얘기를 나누려고 차를 멈췄다. 조는 차에 관한 모
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The new GLS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가죽 시트, 계기판과 보닛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엔진은 어떤 걸 쓰고 있어요?” 그가 물었다. “8기통 엔진이
죠.” 내가 대답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보닛 아래 엔진 모습
을 상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번 타봐도 될까요?” 조는 이 상
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차에 올랐다.

3

조의 안내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동안 뜨거운 바람이 차창
3

틈으로 거세게 불어왔다. 나는 주행 프로그램을 ‘오프로드’로 변

4

환시켰다. E-액티브 바디 컨트롤(E-Active Body Control, 옵션
사양)은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각 휠에 가해지는 스프링과 댐
퍼의 힘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다. 거
치 서부 개척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편안한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한
편으론 안도감마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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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alt Lake City
Denver

US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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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a Sicilia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고급 이탤리언 레스토랑.
햄버거 대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들를 것.
w3w.co/ripe.hops.exit
4 The Lodge at
Blue Sky

칠고 울퉁불퉁한 길에 부딪혀도 크게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다. 마

Utah

Monument Valley

터보 프로펠러를 매달고
하늘을 날면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기암괴석과 절벽이
가득한 멋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테일
에어 어드벤처(Redtail
Air Adventures)에
문의해보자.
w3w.co/quickening.
simulates.expires

Moab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대규모 목장을
개조해 사막 한복판에 세운
리조트에서의 하룻밤은
낭만이 넘친다.
w3w.co/feudal.
applied.stove

PHOTOS P. 44: JACE ABSHIRE/UNSPLASH, P. 47 BELOW RIGHT: MITCH NIELSEN/UNSPLASH, P. 50: FRANKLIN SEAL/RIMTOURS.COM, JEREMY BISHOP/UNSPLASH, PR (2)

낮은 구릉, 라라미 요새의 모습이 보인다. 모뉴먼트 밸리(Monu-

ment Valley)로 들어선 것이다.

3

Mountain biking

유타주의 작은 도시
모압(Moab)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장소다. 림 투어스
(Rim Tours)가 제공하는
산악자전거 여행은
반드시 경험해보길!
w3w.co/steaming.
crunches.radioactive

The new GLS는
“한번 타봐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

GLB

Ready,
set,
freedom!
52

상징적 디자인:
SUV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GLB

GLB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롭게 출시하는 소형
SUV 모델이다. 기본 5인승으로 옵션을 추가해 3
열에 분리 가능한 2개의 시트를 장착하면 7인승으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었다. 또한 높아진 루프레일

로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컴팩트

강력하고 효율성 높은 직렬 4기통 엔진 기반의

카에서 미니밴으로 변신하면 가족 단위 여행을 보

GLB는 운전자 어시스트 시스템을 다양하게 도입

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GLB의 널찍한 실내 공간과 균형 잡힌 외관은

설계와 안개등 장착을 통해 오프로드 운행을 적극
적으로 지원한다.

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음악,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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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

기능을 통해 최적의 탑승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므

시트는 앞뒤로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적재 공

로 GLB는 도심 내 짧은 이동만이 아니라 오프로

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드 등 야외 활동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에도 손색이
없다.

GLB는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 모두에게 제
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한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좋도록 5인승 기준 트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을 통해 안락함을 포기하거

렁크 공간은 기본 570리터를 확보했고, 2열 시트

나 어떤 불편도 감수할 필요 없이 매일의 운전에서

를 접을 경우 1,805리터까지 늘어난다. 특히 2열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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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소개된 차량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릴과
사각형의 헤드램프 등
직선 디자인을 강조한
깔끔한 앞모습은 오프로드
운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감각적 순수미’에 부합하는
유연한 형태의 차량 숄더
라인은 우아함을 자랑한다.

PHOTOS MERCEDES-BENZ AG

선을 최소화하고 강렬하고
매끈한 면을 부각시킨
디자인 덕분에 한층 더
간결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자아낸다.

혁신적인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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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S

V ISION EQS

56

V ISION EQS

Meet the future
메르세데스–벤츠 비전 EQS 컨셉트카가 수도권 최대 규모로 문을 연 메르세데스–벤츠
고양 전시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며
대형 럭셔리 전기 세단의 미래를 제시한 비전 EQS를 통해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글: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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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SION EQS

5

월 13일은 메르세데스-벤츠가 그리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받으며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순수 전기차인 EQC 400의 안락

엿볼 수 있는 비전 EQS 컨셉트카가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

하고 쾌적한 주행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된 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

과 비전 EQS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에 참석하는 기자

수도권 최대 규모 고양 전시장에서 만난 비전 EQS
40여 분을 달려 EQC 400이 도착한 곳은 4월 말 새롭게 확장

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기자들

지난 4월 말 새롭게
확장 이전한 메르세데스벤츠 고양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비전
EQS 컨셉트카가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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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EQ 브랜드의

이전한 메르세데스-벤츠 고양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였다. 지상

첫 전기차인 EQC 400을 몰고 행사장까지 이동하도록 한 것이

10층, 지하 1층 건물에 연면적 1만8,328제곱미터에 이르는 고양

다. EQ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EQS를 만나기에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수도권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

앞서 EQC 400을 통해 EQ 브랜드의 현주소와 실생활 속에서 미

시장 및 서비스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곳은 고양시 서북

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혁신과 편리함을 짐작해보기에 좋은 기회

부 도로교통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권율대로와 서오릉로는 물

였다.

론 유명 복합쇼핑몰과 글로벌 대형 가구 매장 등과 인접한데다

출발에 앞서 EQC 400에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기자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

주변에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창릉지구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있
어 접근 편의성이 뛰어나다.

아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개별적으로 차를 받아

1층에 도착한 기자들은 엘리베이터로 9층으로 올라갔다. 넓

한 대에 한 명씩 타고 출발했다. 2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기

고 쾌적한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메르세데스-벤츠 카페에 들어

자들은 최신 MBUX와 지능화된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선 기자들은 박수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네트워크 개발 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배려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고양 전시장에는 수도권
최초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고객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라운지가
마련되었다.

당 상무의 안내로 전시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전시장은 누

다”는 말로 직접 기자들을 맞이한 마크 레인 메르세데스-벤츠 코

구나 마음 편히 찾고 부담 없이 차를 살펴보며 상담할 수 있는 분

리아 제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은 비전 EQS를 소개하기에

위기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은 방문객들이 메르

앞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과 비전에 관

세데스-벤츠 브랜드와 제품을 더 친근한 방식으로 느끼고 이해

해 설명하였다.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래 머물지 않더라도 전시장이라는 접점
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가 차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거리

지속가능한 모던 럭셔리와 모빌리티의 미래

를 좁혀나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브랜드로서 100년

9층과 10층에 자리한 전시장은 모델과 브랜드에 따라 각기

이 넘는 세월 동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끊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메르세데스-AMG 전용 전시 공

임없이 재해석해 왔다.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간인 AMG 퍼포먼스 센터와 수도권 최초로 메르세데스-마이바

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빌리티를

흐 브랜드 전용으로 마련된 익스클루시브 라운지는 브랜드와 소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앰비션 2039’라는 해답을 마

비자를 더욱 편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층에 마련된 공식

련했다.

서비스센터는 8개 워크베이가 있어 숙련된 테크니션들이 높은

앰비션 2039는 본질적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의 기술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층에 있는 출고장은

을 추구하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면서도,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고객이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색다른 이벤트 진행도 가능해 메르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모던 럭셔리

세데스-벤츠를 새로 인수한 고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의 지향(Transformation of Sustainable Modern Luxury)’이

있다.
본격적인 프리뷰 행사는 9층에 마련된 미디어월 앞에서 진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탄소중
립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전기구동차량

행되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xEV)의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39

영상 메시지를 통해 “메르세데스-벤츠는 항상 모빌리티와 발전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정했다.

의 상징이었다”며, “비전 EQS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만족

전기차 브랜드인 EQ를 출범한 것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시키며 대형 럭셔리 전기 세단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지난해 국내에 선보인 EQC는 메르세데

어서 “지속가능한 미래 모던 럭셔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

스-벤츠가 미래 모빌리티에 내디딘 첫발이었다. 그리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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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SION EQS

비전 EQS는 단순히 차 자체의 개념과
기술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변화를
상징하는 차로서 의미가 크다.

가능한 모던 럭셔리라는 비전과 모빌리티의 미래를 소개하기 위
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연구 성과를 집약해 선보인 차가
바로 비전 EQS다.
짧지만 의미 있는 설명에 이어 레인 부사장이 직접 베일을 벗
기자 행사의 주인공인 비전 EQS가 참석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
냈다. 물 흐르듯 매끄러운 곡선과 곡면이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
도 당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차체, 혁신적인 디지털 라이트 헤드
램프의 홀로그래픽 렌즈가 그려내는 입체적인 그래픽, 중앙의 메
르세데스-벤츠 엠블럼을 호위하듯 수많은 세꼭지별이 주변을 수
전기차 브랜드인
EQ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내디딘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발걸음이다.

놓은 디지털 LED 매트릭스 그릴, 차체 옆면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따라 부드럽게 이어지며 고전적 럭셔리 카의 투 톤 색상에 미래적
감각을 더하는 라이트 벨트, 차체의 일부인 듯 촘촘히 박힌 세꼭
지별이 비전 EQS 로고로 시선을 모으는 테일램프! 드러난 겉모
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형 럭셔리 세단의 미래와 만나고 있다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레이닝 담당자가
EQ 브랜드와
전동화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비전 EQS의 혁신적
디자인에서 대형
럭셔리 전기 세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느낌이 들었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비전 EQS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차체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은 개별 LED 조명은 주변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쓰여 비전 EQS를 ‘협력 자동차(cooperative car)’로 만든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곳곳에 스며 있
다. 전통적 소재와 첨단 소재가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생태 친화적
인 방식으로 재배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송해 가
공한 단풍나무 소재 트림, 재활용 PET 병과 세밀한 표면 처리로
나파 가죽의 질감을 재현한 인조가죽, 해양 폐기 플라스틱을 재
활용한 텍스타일 소재로 만든 루프 라이너 등이 쓰였다. 한층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강철, 알루미늄, 탄소섬유는 물론 재활용 소
재까지 활용함으로써 경량 디자인, 견고함, 비용 효율 등 여러 면
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탄소중립을 통한 가치의 선순환 실현을 꿈꾸다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겉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바탕을 이루
고 있는 전기구동계는 대형 럭셔리 세단에서 스포츠카 부럽지 않
은 성능을 낸다. 앞뒤 차축에 설치된 전기모터는 자유롭게 토크
배분 비율이 조절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룬다. 순수 전
기구동계는 차체 바닥에 통합된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
로 469마력(350kW) 이상의 출력과 77.5kg m(760Nm)의 토
크를 내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4.5초 이내에
가속하는 성능을 이끌어낸다. 또한 지능형 구동 전략을 통해 한
번 완전히 충전하면 최대 700킬로미터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효율
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돼 있지만 350킬로
와트 충전 설비를 이용하면 불과 20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80
퍼센트를 채울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비전 EQS를 통해 전혀 새로운 완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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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배터리 기반 전기 주행 플랫폼도 선보인다. 첨단 모듈형 시

고 있으며, EQ 브랜드 차에 쓰이는 일부 배터리 셀은 재생에너지

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이 플랫폼은 차량의 컨셉트에 맞춰 차체의

원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다.

물리적 구조와 크기는 물론 배터리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 구성 요

이처럼 비전 EQS는 단순히 차 자체의 개념과 기술을 뛰어넘

소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변형 플랫폼을 통

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변화를 상징하는

해 메르세데스-벤츠는 소비자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

차로서 의미가 크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한 세기가

기구동계 기반의 다양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비전 EQS가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

넘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와 유산이 있다.
비전 EQS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앞으로도 럭셔리 자동차에 있어

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1886년에 칼 벤츠와 고틀립 다임러가

서만큼은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사

처음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 줄곧 화석연료를 사용한 차를 만들

례다. 아울러 최고의 장인정신, 감성적 디자인, 최고급 소재, 운전

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년 안에 탄소중립을 실현하

의 즐거움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미래 럭셔리 대형 세단의 중요한

겠다는 목표는 대단히 야망에 찬 것이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

가치로 이어질 것임을 나타낸다. 그런 관점에서 비전 EQS 미디어

츠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

프리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물론 지

러 탄소중립을 위해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가치의 선순환

속가능한 럭셔리의 바람직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자

(value circuit)으로 전환하고자 생산 단계부터 변화가 이루어지

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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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T 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뉴스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S-Class의 최상위급
두 모델의 합류로
Mercedes-Maybach
S-Class는 한층 풍성한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다.

Mercedes-Maybach S-Class 라인업 강화
S-Class의 최상위급 모델이자 2020년형으로만 특별 판매되는 The new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Edition과 50년 역사를 보유한 최고급 리무진의 대명사 The new Mercedes-Maybach
S 650 Pullman이 국내 공식 출시됐다.

The new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Edition은 2020년형으로만 특별
‘메르세데스’ 브랜드
120주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명성 이어가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4월
‘메르세데스(Mercedes)’라는 이름을
브랜드에 사용한 지 120주년을
맞았다. 스페인어로 ‘우아함’을 뜻하는
메르세데스는 19세기 말, 유럽 최고의
자동차 딜러이자 애호가였던
에밀 옐리넥의 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레이서이기도
했던 에밀 옐리넥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면서 사용한 당대 최고의
고성능 자동차 엔진에 딸의 이름을
붙였던 것. 오늘날 메르세데스는
독보적인 명성과 신뢰를 통해 자동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왔으며,
단순히 브랜드명을 넘어 고품격
자동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는 시대를
선도하는 진일보한 기술력과 우수한
제조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동차란
명성과 신뢰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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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모델로, 새로운 외장 및 내장 색상과 디지뇨 레더 패키지 등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된 네 가지 에디션으로 제공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개성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The new Mercedes-Maybach S 650 Pullman은
파티션 스크린 너머 마주보는 좌석 형태를 갖춘 리무진으로 전 세계 정상, 로열 패밀리
등 VIP의 선택을 받으며 최고급 쇼퍼 드리븐 리무진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모델이다.
특히 6.5미터의 긴 전장이 제공하는 안락한 내부 공간과 우아한 외관 디자인으로
‘궁극의 럭셔리’를 경험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The new Mercedes-Maybach S 650 Pullman

The new EQC ‘2020 올해의 차’ 2관왕 달성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올해의 그린카’, 중앙일보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 수상한 The new EQC.

지난 3월, The new EQC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중앙일보가 개최한 ‘2020 올해의 차’에서 각각
‘올해의 그린카’와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의
‘올해의 차’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으로, 54개 소속 매체의 기자단이
세 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The new EQC를 올해의 그린카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2020 중앙일보 올해의 차’에서도 총 17대 신차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적으로 The new EQC가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The new EQC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새로운 전기 구동 시스템을 통한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 차로 평가받았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의료진 등에
구호 물품 긴급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플레이더세이프티 그림 공모전
수상자 발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및 서울특별시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제4회 플레이더
세이프티(Play the Safety) 그림
공모전’ 수상자를 5월 15일 최종
발표했다. ‘우리 가족이 평소 잘
지키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초등학생 955명이 참여해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는 올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의료진 등에게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해 대구 및 경북의 지역아동센터 111개소에
손소독제와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 키트
2,600개를 전달했으며, 의료진 및 봉사 활동가를 위해
의료진용 키트 1,500개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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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 T S

이제는 MBUX
내비게이션에서도
마스크 재고
현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원하는
약국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MBUX 내비게이션에
‘마스크 맵’ 서비스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일환으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내비게이션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마스크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 맵’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스크 맵 서비스는 MBUX
내비게이션이 탑재된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별도
업데이트 없이 사용 가능하며,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최신
재고 현황 및 출생 연도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요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동탄 전시장

고양 전시장

New Network
동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번지에 동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를 신규 오픈했다. 총면적 2,283.51제곱미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동탄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경기 서남부권 지역 고객들에게 우수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총 8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쇼윈도 형태의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숍을 운영한다.
고양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확장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0에 고양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모터원)를
신규 오픈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고양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총면적 1만8,328제곱미터에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수도권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뿐 아니라 수도권 최초로 ‘익스클루시브 라운지’를 마련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고객을 위한 독립된
공간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전국 6개 사회복지기관에 C-Class 차 기증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3월 말
전국 6개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C 220 d
4MATIC 총 6대를 기증하고 자동차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기증은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문화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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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50 d 4MATIC AMG Line 신규 출시
Status, not status quo.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남 자곡 (02)6007-01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금천 (02)6139-0000 동대문 (02)2215-2233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중랑 (02)2208-0020 청담 (02)6421-1100 마포 (02)6010-9000 한남 (02)6328-7700 경기: 고양 (02)381-9999 구리 (031)579-0900 김포 031)991-50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성남 (031)600-0300 수원 (031)740-50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의정부 (031)878-3333 일산 (031)907-7777 파주 (031)912-9000 스타필드
하남 (031)8072-8900 용인 수지 (031)5183-9200 인천: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강원: 원주 (033)741-8800 춘천 (033)903-5000 충청: 천안 (041)620-7000 청주 (043)299-9000
대전: 대전 (042)363-2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전라: 전주 (063)226-8000 군산 (063)454-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광주 (062)226-0001 경상: 포항 (054)256-9001 마산 (055)296-1004 창원 (055)280-8300 진주
(055)757-8118 대구: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 -2000 부산: 감전 (051)320-6000 금정 (051)710 -2369 기장 070 - 4323-2369 남천 (051)750 -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1688-2369
울산 (052)701-0503 제주 (064)800-9800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S 350 d 4MATIC AMG Line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km/ℓ (도심연비: 9.8km/ℓ, 고속도로연비: 13km/ℓ), 등급: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C C I D E N T R E PA I R

Considerations
in a car accident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줄었던 교통량이 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처리를 편리하게 돕는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컨택센터와 공식 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차와 사람 모두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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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로나19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였고 그 덕분에 올해 들어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도 크게 줄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주요 4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

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20.1퍼센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가 등교를 미루는 한편 외
출을 자제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동차 이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
인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상황이 진정되
는 모습을 보이자 차츰 사람들의 이동이 늘고 있다. 특히 오랜 기
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5월 6일
부터 정부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실제 이동 및 교통량 증
가가 눈에 띌 정도가 되었다. 한 통신업체가 생활방역체제 전환
을 앞두고 4월 25일과 26일의 내비게이션 앱 이용 현황을 분석
한 결과 길안내 요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야외 활동 하기 좋은 계절이 되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춤했던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걱정되는 점은 교통사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뒤에는 자동차의 상태를
완벽한 품질로 복구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의 증가다. 특히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우려되는 대중교통을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자기 차로 이동하는 수가 더욱 늘
어날 전망이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

하지만 내 소중한 자동차를 완벽하게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

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고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와 후속 조치 방

하기 위해서는 사고 수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

법을 미리 숙지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물적

히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견인 기사

손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마음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다.

나 보험사 직원에게 내 차가 어떤 수리업체로 보내지는지 물어보

사고 시 차량의 완벽한 수리와 복원을 위한 최고의 선택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정밀 진단 장비를

를 확보한 다음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통 흐름에

요할 것이다.

자. 어떤 수리업체로 보내지느냐에 따라 차의 사고 수리 품질이
갖추고 있는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곳인지 확인이 필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고

무엇보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가장 잘 알고 신뢰할 수

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뒤따르는 차량을 위한 최소한

있는 곳은 역시 공식 서비스센터일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차

의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곳으로 즉시 피하도록 한다. 아울

량은 안전과 기능, 성능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므로 필요에 따라

러 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소재가 고루 쓰인다. 따라서 사고 수리

것도 필요하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반드시 경

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알맞은 수리 방법과 장비를 써야

찰서에도 신고해야 한다. 사고가 경미하다 해도 섣불리 사고 현

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술자가 작업해야 한다.

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칫 뺑소니로 오해받거나 심지어 법적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독일 본사가 규정
한 정비 매뉴얼 시스템인 WIS(Workshop Information Sys-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tem)를 갖추고 있다. WIS에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델별로 수리

그러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장 먼저 연
락하는 곳은 보험사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관련 처리를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로 차가 파손되
어 움직이지 못하면 수리를 위해 견인하게 되는데, 당황한 운전자
들이 견인을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나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
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고 시 24시간 통화
가능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컨택센터
(080-001-1886)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연결하면 된다.

에 필요한 최신 장비, 특수 공구가 지정되어 있고 테크니션에게
정확한 수리 방법을 안내한다. 공식 서비스센터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갖춘 것은 물론 전문 교육을 받은 테크니션이 품
질과 내구성을 보증하는 순정부품을 사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완
벽한 수리와 복원이 가능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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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C I D E N T R E PA I R

불완전하게 수리한 부분은 자칫 주행 중에 문제를 일으켜 고장이나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처음부터 견인 처리 과정에서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 제공 승인 메시지에 동의를 하면 견인기사가 배정되고,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배정된 견인기사와 견인차에 대한 정보와
예상 도착 시간,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너는 이 절
차를 마치고 견인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보험사에 연락
해 보험 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보험사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
마지막으로 견인기사가 도착하면 함께 차의 상태를 확인하
고 견인 및 입고를 맡기면 된다.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거리 이상 이동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지만, 메르
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견인 서비스는 거리에 관계
없이 무료이므로 견인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너를 위한 더욱 쉽고 편리한 서
비스인 MOBILO를 마련했다. MOBILO 서비스는 차종에 관계
없이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오너에게 제공되며, 사고 상담 서비
스와 사고 시 견인 서비스 외에도 긴급 상황일 때 365일 24시간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사고뿐 아니라
본사에서 규정한 정비 매뉴얼과 다른 방법으로 수리하거나

고장 상황으로 주행할 수 없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고장 시 견인 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경우 구조나 부품이 원래 상태로 완

비스, 정기점검 때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인도하고 인수할 수 있

벽하게 복원되지 않을 수 있다. 불완전하게 수리한 부분은 자칫

는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가 ISP 기간동안 제공된다. 즉, 오너가

주행 중에 문제를 일으켜 고장이나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사고는 물론 고장이나 정기점검 때에도 대부분의 절차와 과정에

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기능이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토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수리해야 하거나 차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S-Class(W/V222, X222, C217 & A217: 2019년 3월

사고가 났을 때 처음부터 견인 처리 과정에서 공식 서비스센터로

28일 이후 등록된 차량) 오너에게는 더욱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

입고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된다. 사고 수리로 차가 입고되었을 때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가
포함되며, ISP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매

MOBILO 서비스로 24시간 긴급출동 및 360도 사고 상담까지

년 정기점검(서비스 A 혹은 B)을 받는 고객에 한해 1년씩 유효 기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라면 사고 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간이 연장되어 차량 등록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공식 서비스센터로 입고하는 방법을 기억해두자. 가장 먼저 24

있다.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MOBILO 서비스 역시

시간 통화 연결이 가능한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컨택센터로 연락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요청하거나 문의

하는 것이다. 직접 전화(080-001-1886)를 걸거나 메르세데스

하면 된다.

미 커넥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의 앞좌석 천장 가운데 있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일단 사고를

bCall(빨간색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 고객컨택센터로 연결된다.

당한 뒤에는 사람과 자동차 모두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

상담원과 연결되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받게
되는데, 따로 요청하면 손해사정사를 배정받아 무료로 사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SMS로 전송된 개인정보/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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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오너라면 차종에 관계 없이
무료로 사고 상담 서비스와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많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메르세데스-벤츠 차는 사고 이
후에도 얼마든지 원래 상태를 되찾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사고 수리를 맡긴다면 말이다.

CAR CARE

How to care
your star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자신의 차를 직접 관리하려는 오너가
늘고 있다. 깨끗한 외관이 주는 즐거움과 청결한 내부가 주는
쾌적함은 차에 대한 애착을 더욱 높여주기도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선보인 차량 관리 용품이 필요한 이유다.

오

너마다 자신의 차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게 마련

한다. 그리고 차체를 닦아낸 먼지떨이는 유리를 닦는 용도로 쓰

이다. 외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말 것. 차체에 왁스를 칠한 경우 왁스의 유분이 먼지떨이에 묻

차의 내외부 모두 꼼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

어 유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먼지떨이를 너무 오

은 사람도 있다. 나아가 세차부터 광택에 이르는 모든 관리를 직

래 써도 차체 표면을 지저분하게 만들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접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차량 관리의 범위와 방식은 다르겠지

한다.

만 자신의 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미

차 외부의 얼룩을 제거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기름때나

자신의 차를 직접 관리해온 오너들과 지금부터 셀프 관리를 시

벌레, 나무에서 떨어진 수액 등은 세차를 해도 깔끔하게 지워지

작하려는 오너들을 위해 일반적인 차량 관리 요령과 주의할 점을

지 않는데, 이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세톤이나 시너, 메이크

살펴보자.

업 제거용 리무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차의 도장 면에 손상

차 외부는 수시로 살피는 게 기본
차를 항상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오너가 수시로 차를 살펴봐

레나 기름때 등은 따뜻한 물을 적신 타월로 불리면 지워지고, 차
량용 클리너를 사용하면 대부분 깨끗이 제거된다. 물론 가장 좋

야 한다. 차에 타기 전이나 차에서 내린 뒤 잠깐 짬을 내어 차를 한

은 방법은 세차를 하면서 차체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젖은 타월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데 충분하다.

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이다.

을 입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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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오너가 차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때 주로 먼지떨이를

세차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먼지가 많은 곳이나

쓴다. 그런데 먼지떨이의 털 사이에 모래 알갱이처럼 딱딱한 입자

눈 또는 흙이 쌓인 곳, 바닷가나 제설제가 뿌려진 곳을 달린 뒤에

가 끼어 있으면 차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지떨이는 가볍

는 가급적 빨리 차체를 닦아주어야 한다. 세차할 때에는 직사광

게 힘을 주어 부드럽게 움직이고, 사용한 뒤에는 깨끗이 털어내야

선이나 추운 날씨를 피해 시동을 끄고 엔진과 차체가 어느 정도

차에 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 안의 청결 유지는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보험 집계 사이트인 넷쿼트(Netquote)에 따르면 자
가용, 렌터카, 택시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각각의 안전벨트,
도어 손잡이, 윈도 버튼, 기어 레버 등에서 일반 변기의 15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내부 관리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에 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
안의 청결 유지는 건강한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내부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가급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습도가 높
으면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가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가죽 클리너로
닦아야 가죽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가죽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바닥의 매트는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기 쉬우므로 수시로 세탁하
고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야 한다.
내장재 청소의 기본은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 마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평상시 먼지를 떨어낼 때에는 마른 타월을
쓰고, 틈새에 낀 먼지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낸 다음 진공청소기로
제거하도록 한다.
내장재 표면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최

식은 뒤 할 것. 차체가 뜨거울 때 세차를 하면 물기가 빨리 말라

대한 빨리 닦아내도록 한다. 전용 클리너는 내장재 표면에 자극을

세제 잔여물로 인한 얼룩이 생기기 때문이다. 옷을 세탁할 때 헹

주지 않는 성분으로 만들어 변색이나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특

굼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히 대시보드 윗부분의 경우 광택이 나면 앞 유리에 반사되어 시야

세제 선택도 중요하다. 의류용이나 주방용, 기타 강력 세제

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왁스 성분이 든 용품은 쓰지 않는 것

등에 포함된 성분은 도장 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연마

이 기본이다. 그리고 많은 오너가 각종 버튼과 스위치 등 손이 많

제가 들어 있거나 알칼리성 세제는 도장 면은 물론 크롬 도금 장

이 닿는 부분을 물티슈로 닦곤 하는데, 이때도 향을 비롯한 화학

식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세차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용 세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보다는 순수한 물로 이뤄진 제품을 쓰도록 한

(세차용 샴푸)를 쓰고, 부드러운 자동차 외부용 타월과 스펀지를

다. 또 물티슈로 닦은 뒤 마른 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차체와 유리는 표면 특성이 다른 만큼 타월

룩이 생기지 않는다.

역시 차체용과 유리용을 구분해 쓰도록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내장재에 많이 쓰이는 소재 중 하나
는 가죽이다. 좌석이나 도어 안쪽, 스티어링휠 등에 주로 쓰이는

탑승자의 건강에 직결된 차량 내부 관리

가죽은 색상과 질감이 오래 유지되도록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

오너가 차량 관리에서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내부다. 차

나다. 천연 가죽은 비나 물에 젖었을 때 최대한 빨리 마른 천으로

안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머무는 공간일 뿐 아니라 창문을 닫은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말려야 변형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

상태에서는 거의 밀폐된 공간이나 다름없다. 특히 가족을 비롯해

다. 또한 가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가죽 클리너로 닦아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오염되기 쉽고, 버튼이나 스위

야 한다. 가죽 클리너는 가죽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물

치 등은 사람의 손이 수시로 닿는 만큼 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

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가죽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되기도 쉽다.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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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더욱 빛나게 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 용품
이처럼 스스로 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 용품
‘마스터 패키지’

르세데스-벤츠가 새롭게 차량 관리 용품을 출시한다. 메르세데
스-벤츠 차량 관리 용품은 오너가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외
장 및 내장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용도에 맞는 개별
제품은 물론 오너의 취향이나 평소 차량 관리 습관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있다.
오너가 차량 관리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은 샤이닝 패키지, 패밀리 패키지, 마스터 패키지 세 가지다. ‘샤이

다. 가격을 비롯해 패키지 및 개별 상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닝 패키지’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외부 관리를 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문의하

한 필수 용품을 묶은 것으로, 유리 클리너와 유리용 타월, 휠 클리

면 확인할 수 있다.

너로 구성되어 있다. ‘패밀리 패키지’는 샤이닝 패키지에 간단한

차의 내외부를 깔끔하게 관리하면 처음 메르세데스-벤츠를

내부 관리에 쓸 수 있는 제품을 추가한 것으로, 실내 클리너와 실

인도받았을 때의 좋은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차에 타

내용 타월, 가죽 클리너가 패키지 구성에 포함된다. ‘마스터 패키

고 내릴 때마다 기분이 흐뭇해질 뿐 아니라 차의 가치도 오랫동

지’는 셀프 세차와 광택 등 조금 더 본격적인 수준의 차량 관리를

안 유지되어 차에 대한 애착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

원하는 오너들에게 알맞은 제품이다. 여기에는 패밀리 패키지에

런 관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 용품은 오너가 차를 더

포함된 제품들 외에도 세차용 샴푸와 스펀지, 드라잉 타월, 코팅

친근하게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평소에 차를 잘 살피

용 왁스와 타이어 광택보호제가 추가된다.

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너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를 넘

이들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개별 용품을 깔끔하게 담아둘

어서는 관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의

트렁크 정리함도 함께 제공한다. 트렁크 정리함은 마스터 패키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에 포함된 모든 구성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넉넉하며, 메

에 연락하거나 방문해보자. 여러분의 차는 그 누구보다도 메르세

르세데스-벤츠 차의 트렁크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데스-벤츠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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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LLEC TION

Mercedes-Benz Summer T-Shirts
성큼 다가온 여름,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으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세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베이식한 디자인과 세련된 컬러, 기능성 원단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여름 티셔츠.

에너지 블루 여성 폴로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은 쿨맥스
에코메이드 친환경 원단의 폴로셔츠.
B66958875-8879 (XS-XL) /
16만5,000원

남성 골프 폴로

남성 골프 폴로

땀 배출에 최적화된 드라이셀(dryCELL)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한 골프 폴로셔츠.

패턴 디자인이 세련된 남성용 골프
폴로셔츠.

라이트블루/오렌지/다크블루 B664504820486 (S-XXL) / 13만2,000원

화이트/블루 B66450477-0481
(S-XXL) / 13만2,000원

야자수 패턴 남성 골프
퍼포먼스 셔츠
땀 배출에 최적화된
드라이셀(dryCELL)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한 야자수 패턴
프린트의 골프 셔츠.
B66450522-0526 (S-XXL) /
12만3,200원

에너지 블루 남성 폴로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은 쿨맥스
에코메이드 친환경 원단의 폴로셔츠.
B66958870-8874 (S-XXL) /
16만5,000원

TM 여성 캡 소매 골프 폴로
모던한 그래픽 패턴 디자인과 시원한
터치감의 캡 슬리브 폴로셔츠.
그래픽 화이트 NBV9401976-977 (XS-S) /
NBV9401979-980 (M-L) / 15만8,400원

TM 여성 캡 소매 골프 폴로
캡 슬리브로 경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반팔 폴로셔츠.
네이비 NBV9401876-877 (XS-S) /
NBV9401879-880 (M-L) / 15만8,400원

TM 남성 골프 폴로

TM 남성 골프 폴로

시원한 촉감과 우수한 냉감 기능의
반팔 폴로셔츠.

흡습·속건 및 신축성으로 쾌적한 착용감과
편안한 활동성을 선사하는 반팔 폴로셔츠.

그레이/화이트 NBV9401570-573
(M-XXL) / 15만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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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NBV9401370-373 (M-XXL) /
13만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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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Benz TaylorMade Golf Collection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일러메이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이는 골프 컬렉션.
필드와 일상을 넘나드는 기능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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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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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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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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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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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카드 멤버십의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며, 등록 차량
매각 시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Tel. 02-463-0006
Fax. 02-463-0409
Web Fax. 0504-841-6219
Email. customer@mercedesc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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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고객들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트로피.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의 관심 분야와
니즈를 반영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4개의 테마
아래 진행되는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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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Lifestyle
Travel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네스트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대한항공 18개 노선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Design & Style
르네 휘테르 두피모발관리센터 부산 탈모·모발 검사와 여행용 3종 파우치
무료 제공, 헤드 스파 10% 할인
브룩스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2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스위스퍼펙션 제품 10% 할인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동화면세점 5만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이용 시 웰컴 어메니티 기프트 증정 및 롯데스카이힐 제주 CC
그린피 20%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현대백화점 DUTY FREE H선불카드 3만원 증정 및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 제공

KALPAK 여행 상품 및 대한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전 노선 5% 할인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Restaurant & Cafe

준오헤어 10% 할인

계절의 맛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카펠리니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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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싱카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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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10% 할인

이사벨 더 부처 스테이크 메뉴 10% 할인

CEO골프교육원 경희대 CEO골프최고위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Entertainment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와인타임 15% 할인 및 와인타임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제일제면소 15% 할인
코리아 크래프트 브류어리 클래식 투어 1회 제공 및 방문 시 맥주 1잔 제공

Healthcare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솔가 비타민 전국 직영 매장에서 20% 할인(단, 온라인 구매 제외)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차움 차움 프리미엄 검진 웰니스 패키지 제공 및 에버셀 스킨케어 프로그램 할인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20% 할인

Living & Kids
광주요 광주요 15%, 화요 1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디밤비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라움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미마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아이큐에어 공기청정기 및 필터 20~35% 할인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권 제공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10% 할인(반일권 기준)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한사토이 10% 할인
홍혜전 루브르네프 가족 사진 촬영 시 20% 할인 및 소가족 기념사진(60만 원 상당) 무료,
루브르쁘띠 이용 시 아기·가족 사진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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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Partnership Places
주목해야 할 메르세데스카드 제휴사!
메르세데스카드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현대백화점 DUTY FREE
H선불카드 3만원 증정 및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 제공
현대백화점 DUTY FREE는 2018년 11월, 럭셔리 뷰티와 한류의 중심지인 강남에
1호점 무역센터점을 개점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이어 2020년 2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쇼핑 타운인 동대문에 2호점 동대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인 강북과 강남의 주요 관광지를 아우르는 럭셔리 면세점의 운영을 통해
쇼핑의 즐거움이 여행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무역센터점 및 동대문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 시 H선불카드 3만원 증정
·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본인에 한해 월 1회 증정
· 발급 당일 즉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단, 일부 브랜드 제외)
· 구매 영수증과 본인 여권(KOR), 메르세데스카드를 멤버십 데스크에 제시 후 증정
· 위에 사용된 영수증으로 타 행사나 프로모션 중복 참여 불가
· 담배 및 일부 브랜드, H.POINT 또는 플러스 포인트 결제 금액은 최종 합산
금액에서 제외
현대백화점 DUTY FREE 멤버십 골드 등급 부여
· 품목에 따라 5~15% 할인 혜택 제공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현대백화점 DUTY FREE 통합콜센터 1811-6688(09:30~20:30), www.hddfs.com/store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권 증정
크린웰은 30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명품 세탁 전문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장비와 케미컬을
사용해 한벌 한벌 단독 세탁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택배 접수로 이용 가능하며, 세탁물 양에
따라 강남·서초·송파·분당 지역은 방문 수거 및 배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객실 우대요금 제공 및 식음료장 10% 할인
인터컨티넨탈 아이초이스 멤버십 신규 가입 시
연회비 10%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함께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한 무역센터에 위치하여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2012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더욱
세련되고 젊은 이미지로 재탄생한 곳으로 세련되고
모던한 레스토랑에서는 한·중·일 음식과 인도식,
이탤리언까지 다양한 퀴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객실 : 수피리어룸, 템플뷰룸, 클럽수피리어룸 일자별
최적가의 15% 할인(단, 12월 24·31일은 이용 불가)
식음료장 : 로비라운지, 브래서리, 아시안 라이브,
스카이라운지 등 전 식음료장10% 할인
(로비라운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장은 음료 제외,
12월 24·25·31일은 이용 불가)

(중복 할인 불가)

멤버십 : 5~10월까지 인터컨티넨탈 아이초이스
멤버십 신규 가입 시 연회비 10% 할인
(단, 갱신 시 적용 불가)

크린웰 삼성점 02-515-8250, www.cleanwell.co.kr

02-3452-2500, www.iccoex.com

10% 할인 및 연 100만원 이상 이용 시 5만원 세탁이용권 증정

78

M ERCEDESCA R D

소셜베뉴 라움
웨딩, 컨벤션, 공연, 아카데미 이용 시 우대 혜택
국내 최초 소셜베뉴(Social Venue) ‘라움’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사회 교류의 장이자 문화예술 향유의 장인 소셜베뉴를
추구합니다. 라움은 품격 있는 공연과 전시, 아카데미, 연회와 웨딩으로 이어지는
소셜베뉴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라이프 트리트(Life Treat) 문화를 실현해 갑니다.
웨딩 : 웰컴 리셉션 무료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
컨벤션 : 대관료 할인(평균 500만~1,000만원 할인, 공간 및 시간에 따라 상이),
웰컴 리셉션 무료 제공(1인당 1만5,000원)
공연 : 라움 기획공연 20% 할인, 20명 이상 단체 예매 시 30% 할인
아카데미 : 플라워 아카데미 및 소셜라이징 아카데미 상시 5% 할인
02-538-3366, www.theraum.co.kr

아이큐에어
공기청정기 및 필터 20~35% 할인
유럽의 가장 까다로운 헤파필터 등급 테스트인 EN1822를 통과해
HEPA12/13 등급을 받은 IQAir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필터링합니다. 또한 실내와 차량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등 독성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공기만을 제공합니다.
혜택 이용 방법
1 아이큐에어 홈페이지 www.iqair.co.kr 회원 가입 2 아이큐에어 홈페이지
가입자명과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명이 동일해야 함 3 회원 가입 후
아이큐에어 홈페이지 1:1 고객센터에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번호,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쿠폰 발행 요청 4 아이큐에어 고객센터에서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정보 확인 인증 후 쿠폰 발행(근무일 기준 4~5일 소요) 5 아이큐에어
쇼핑몰에서 쿠폰 확인 후 구매 가능(쿠폰은 1년에 2회 발행, 발행 후 2개월까지
유효, 제품당 1개만 적용 가능) 6 모델에 따라 20~35% 할인 적용
(단, 리퍼 제품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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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2099, www.iqair.co.kr

와인타임
15% 할인 및 회원 가입 시 고급 와인 글라스 증정
와인타임은 전 세계 800여 종의 와인 리스트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 전문 숍입니다. 명품 와인 글라스,
프리미엄 음료, 와인 전문 서적 등 와인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으며 와이너리 방한 행사, VIP 시음회 등 다양한
고객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할인(단, 일부 품목 제외)
지정 매장에 내방하여 와인타임 회원가입 및 구매 시 최초

1회에 한해 슈피겔라우 비노비노 보르도(2본) 1세트 증정
압구정점 02-548-3720, 여의도점02-3773-1261, 삼성점 02-2051-5300,
송파점 02-401-3766, 종로점 02-2158-7940, 판교점 031-628-1020,
와타플러스 해운대점 051-747-4272, www.wine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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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02–463–0006

※ 상기 제휴 혜택 내용은 간략한 요약 안내이니
상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www.mercedescard.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사 혜택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카드를
제시해주시고, 제휴사에 따라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DR I 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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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300 e

Sedan
A 220 Sedan
A 250 4MATIC Sedan

38,500,000
45,400,000

C 200
C 200 AV
C 220 d 4MATIC AV
Mercedes–AMG C 43 4MATIC

50,000,000
54,400,000
60,000,000
86,400,000

E 220 d AV
E 220 d 4MATIC EX
E 250 AV
E 300 AV
E 300 4MATIC EX

68,600,000
73,900,000
63,000,000
76,600,000
8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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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00 4MATIC AMG Line
E 300 e 4MATIC EX
E 450 4MATIC EX
Mercedes–AMG E 63 4MATIC+

82,500,000
84, 100,000
102,600,000
156,600,000

134,600,000
S 350 d 4MATIC AMG Line
151 ,600,000
S 350 L
173,600,000
S 450 4MATIC L
200,600,000
S 560 e
209,600,000
S 560 4MATIC L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246,600,000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onaco”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onaco”(4인승)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New York”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New York”(4인승)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AYBACH Lounge”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Rodeo Drive LA”(4인승)
Mercedes–Maybach S 650

245,600,000
284,600,000
290,600,000
289,600,000
295,600,000
295,600,000
295,600,000
320,600,000

EQ
EQC 400 4MATIC
EQC 400 4MATIC edition 1886

103,600,000
109,600,000

Compact Car
A 220 Hatch

37,700,000

CLA 250 4MATIC

53,800,000

SUV
GLC 300 4MATIC
GLC 300 4MATIC Premium

Dream Car

A 220 Hatch

60, 100,000
C 200 Coupé
64,500,000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43 4MATIC Coupé 91 ,600,000
139,600,000
Mercedes–AMG C 63 S Coupé

E 220 d Coupé
E 450 4MATIC Coupé

72,100,000
96,900,000

S 450 4MATIC Coupé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155,600,000
226,000,000

Mercedes–AMG GLC 63 S 4MATIC+
Coupé

131 ,000,000

CLS 300 d AMG Line
CLS 450 4MATIC AMG Line
CLS 450 4MATIC designo
Exclusive edition
Mercedes–AMG CLS 53 4MATIC+

87,500,000
109,600,000

Mercedes–AMG GT 43 4MATIC+
Mercedes–AMG GT 63 S 4MATIC+

136,600,000
249,600,000

EQC

70,800,000
78,100,000

GLE 450 4MATIC

116,600,000

GLS 580 4MATIC

163,600,000

* 상기 소개된 차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2020년식
모델에 한합니다.
* 2018년식, 2019년식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상기 가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권장가격일 뿐 옵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매
가격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5월 27일 기준.

120,600,000
124,600,000

Mercedes-AMG GT
4-Door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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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 K S

공식 전시장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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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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로 110
Tel. (02) 381-9999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Tel. (031) 579-0900
김포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0-7
Tel. (031) 991-5000
동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Tel. (031) 88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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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7
Tel. (031) 6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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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500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629-9000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27
Tel. (053) 624-2000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1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4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 280-8300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875
Tel. (055) 757-8118
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5
Tel. (051) 320-6000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051) 71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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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백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5번길 13

Tel. (062) 2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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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10
Tel. (031) 966-2222
구리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Tel. (031) 579-0970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4-1
Tel. (031) 991-9700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1
Tel. (031) 974-5588
동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Tel. (031) 880-0288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3
Tel. (032) 71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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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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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