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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moves forward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 마케팅 부문 부사장 마크 레인이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

국내에서만 총 12만 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The new E-Class

Mark Raine
Vice President,
Mercedes-Benz Korea
Product & Marketing

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출시하며 상반기의 성공적 행보를 계속해
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제품 출시 계획 외에도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안전과 편의성 강화’
입니다. 저희 임직원은 최상의 고객 경험과 고객 접점 관리를 유지하
고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객 서비스를 더 강화
하기 위해 기존의 로열티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제
공하는 고객 서비스 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출시될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멤버십 고객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케어(Mercedes

me Care) 앱’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중점 추진 과제는 CSR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
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기존의 CSR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기브(Mercedes-Benz GIVE)’ 시리즈를 강화하고 기부 활
동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개최한 ‘기브앤 레이스 버추
얼 런’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기부 캠페인을 선보였
고, 예상보다 많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주셔서 총 5억여 원의 모금
액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취약 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하고자 총 18
억 원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개인적

메

으로는 이와 같은 기부 활동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가 지속적으로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뿐

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 마케팅 부문 부사장직을 맡

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

고 있는 마크 레인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메르세데스-벤

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츠 코리아로 부임하기 전까지 18년간 유럽 본사를 비롯해 중동, 동
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저는 메르세
데스-벤츠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서 일하
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
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신규 라인업을 연달아 발표하며

“Mercedes–AMG 라인업 강화,
아이코닉 모델 The new E–Class
페이스리프트 출시까지 메르세데스–벤츠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제품군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 여러분을 만족시키겠습니다. ”

성공적인 한 해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new

4

Mercedes-AMG CLA와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는 물론, The new
GLC 등 프리미엄 SUV 모델 등을 출시했으며, 상반기에는 메르세
데스-벤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컨셉트카 ‘VISION EQS’를 소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하며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

럭셔리 SUV 라인업은 물론, 메르세데스-벤츠의 아이코닉 세단으로

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고객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메르
세데스-벤츠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지지,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CON TEN TS

IM AG IN E
14 Lewis Hamilton
포뮬러 원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22 Intelligent helpers
자율주행을 가능케 해주는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28 Life as a journey
남편, 아들과 함께 3년째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마리아 제헨트너

36 Science fiction
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공상의
힘을 믿을까

14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루이스 해밀턴과 VISION EQS

04 Colum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크 레인
제품 & 마케팅 부사장의 인사말

08 The moment
중력과의 이별: 푼타 네그라 댐 위를
달리는 G-Class

10 Pole position
사물 커뮤니케이션에 촉각을
이용하는 라우라 뷔헬러와의 인터뷰

08
6

중력을 거스르는
도전, G–Class

28

떠날 수 있는 용기:
메르세데스–벤츠와 세계 여행을 떠난 가족

PHOTOS EASTON CHANG, ANDREAS REEG, LEANDER NARDI/AKELA.WORLD, JASPER CARLBERG, RICK GOMEZ ILLUSTRATION YANNICK DE LA PÊCHE

START

DRI V E

FYI

40 Down-to-earth luxury

74 Mercedes-Benz
Collection

EQC를 탄 스타 디자이너
소렌 로즈가 안내하는 코펜하겐

76 MercedesCard
50 A new driving experience
강력한 퍼포먼스, 뛰어난 효율성을
모두 갖춘 The new GLE Coupé

82 Line-up
84 Networks

54 Performance range
더욱 강력해진 Mercedes-AMG
라인업

58 EQC × SOCAR

58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순수 전기차
EQC를 쏘카에서!

36

SF 소설,
공상의 힘은
대단하다!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에서
만나는 EQC

60 Fact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뉴스

66 Virtual run
언택트 시대, 기브앤 레이스의 진화

68 Mercedes me Care
새로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메르세데스 미 케어

70 Digital service
더욱 편리해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비대면 서비스

72 Keep your classic as new
장기 보유 고객들을 위한
클래식 캠페인

40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지닌
코펜하겐과 EQC

Mercedes me
Digital Magazine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 e북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PC, 태블릿 PC, 모바일로 편리하게
최신 매거진과 과월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기술과 신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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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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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끌림,
Mercedes–A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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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 R T
G-Class : 중력과의 이별!

모두가 긴장한 순간.
아르헨티나 푼타 네그라
댐에서 진행한 촬영은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G-Class는 출시 당시의 우수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
라인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스턴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101미터 높이의
아르헨티나 푼타 네그라(Punta
Negra) 댐 위를 수평으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2톤이 넘는 무게의
오프로더 G-Class는 말 그대로
중력을 거슬러 댐의 벽을 따라
주행했다. 숨막히는 긴장감의 스턴트
영상도 즐겨보자.
mbmag.me/puntane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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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Sensing Communication : 창립자 라우라 뷔헬러(Laura Bücheler)와의 인터뷰

스타트업 ‘고스트–필 잇
(Ghost–feel it)’은
사물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촉각을 이용한다.
인터뷰: 뤼디거 바르트
(RÜDIGER BARTH)

뷔헬러 씨, 당신이 개발한 기술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을 이용하는 거죠. 촉각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택톤

무엇인가요?

(tacton)’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기계가 원하는 메시지를 촉각
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인간이 컴퓨터나

보통 사람들이 ‘택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은 센서 기술에

네, 물론이죠. 몇 가지 패턴만 익히면 되니까요. 어떤

기반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정반대 방식을 고민했

사람이 내 어깨를 치면 뒤를 돌아보듯이 자연스러운

죠. 오히려 기계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나 신호를 어떻

동작이죠. 파도가 위에서 아래로 치는 것처럼 진동 방

게 하면 사람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

향을 이해하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등 위에서 아래로

다. 그래서 엑추에이터(actuator) 기술을 개발한 거예

진동이 쓸고 내려가듯이 느끼면 되니까요. 이런 특정

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처럼 촉각에 기반한 인식

패턴을 개발하는 게 우리 과제의 핵심입니다. 본능에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

가까워 매우 자연스럽고 빠르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을 때 진동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그렇지만 기
존 알림 기능의 단점은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내용

이 기술이 다른 분야에 적용된 적도 있나요?

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개발

가능성은 무척 다양해요. 핵심은 우리 몸이 진동 모터

한 기술은 촉각에 기반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해 이전

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에 비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TU Berlin)에서 VR 고글이나 터치
센서를 이용하면 조정 기술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임러의 스타트업 아우토반(Startup Autobahn) 혁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동 인식 기술이 확

차 시트는 진동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운전자에게

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요.

운전석 시트 등받이에 작은 모터들을 설치했어요. 이

VR 고글이나 벨트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모터들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보내는 데이터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계속 신호

움직이는데, 언제 어디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지

를 보내는 거죠.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고글을 통

등을 진동을 통해 알려주죠. 우리가 개발한 내비게이

해 시각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 매우 효과적이에요.

션 시스템은 270여 개에 가까운 명령어를 생성하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학습하

연구 결과 모든 메시지를 진동으로 변형해 전달하는

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촉각에 기반한 피드백

데 성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1,000명이 참

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학습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이

석했는데 대부분 실험 결과에 매우 만족했고 양산이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 기술의 응용 분야를 넓

언제쯤 가능한지 물어보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한

히고자 게임업계와 일반 제조기업과도 협의하는 중입

참가자는 “이제서야 왼쪽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

니다. 또한 일반인 스스로 촉각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게 됐네요. 이전처럼 고민할 필요 없이 진동 방향에 따

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요. 우리 고객

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들은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기술 이용 시

촉각을 이용할 경우 운전이 더 쉬워지는 특별한 이유라

은 적합한가? 모든 메시지가 택톤을 통해 전달되길 원

사람들을 벨트와 연결해야 하나? 진동을 느끼는 방식
도 있을까요?

하는가?’ 등 많은 요구와 질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시청각 정보를

우리는 고객들이 상황에 맞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도 신경 써야 하

여러 기술 유형을 종합해 사전처럼 정리해두었습니다.

고, 규정 속도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러다 보면 계기

10

반 위에 작은 빨간 불빛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촉각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던 감

이 기술은 시작부터 신체 일부에 모든 걸 의지하는데

각기관에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촉각

신체 부위마다 촉각 반응의 차이가 커요.

PHOTOS MAXIMILIAN POWER, MERCEDES-BENZ AG INFOGRAPHIC GHOST-FEEL.IT

의욕으로 가득 찬 젊은 사업가:
라우라 뷔헬러(왼쪽)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동업자 이자벨라 힐머
(Isabella Hillmer)는 신경과학자이다.
ghost-feel.it

지 실험을 했는데요. 몸의 움직임에 맞춰서 숨을 쉬는

신 플랫폼에 자동차 시트를 개발해 선보이셨죠. 이 자동

POLE POSITION

인공보형물

촉각 자극 데이터

센서가 부착된 셔츠

수족절단환자
촉각 자극 데이터를 감지
인공보형물에 전달

자동차

발렌틴 부스(Valentin Buss),
메르세데스-벤츠 미래기술개발
연구 엔지니어

“고스트(Ghost)사에 대해 알게 된 건
2019년 7월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데이터

센서가 부착된 시트

운전자/탑승자
차량 데이터를 촉각으로 전달
주행 경험 개선

개최한 자동차용 게임 챌린지 대회를
통해서였어요. 촉각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에 바로
흥미를 느꼈죠. 여태까지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은 시각 채널에만 주로

인공보형물 혹은 자동차 시트: 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자극을 진동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의존해왔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어요. 그래서 터치를 이용한
촉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새로운 가능성을 무한대로 제시할
것이라 봅니다. 스타트업 아우토반

예를 들어 손끝 부분은 등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이 노래의 리듬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요. 감각의 예민함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을 측정하는 방법에 ‘두 점 식별법’이 있는데요. 손가락
으로 가리키는 두 점을 식별할 때까지 양쪽의 거리가

사실 우리 회사는 공상과학 영화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를 보고 얻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등 부

요. 우리는 외부 자극을 전달하는 의수를 개발해 이를

분은 거의 4센티미터가 벌어져야 알 수 있는 반면, 손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게 했어요. 보지 않고 느낌으로

적용할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끝은 훨씬 더 짧은 거리에서 인식이 가능했죠. 그래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기계에게 일방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촉각 감지

모터가 보내는 진동 신호도 위치, 크기, 빈도 혹은 파

으로 명령하면 이를 수행했잖아요. 이젠 우리가 개발

동을 다양하게 설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계도 사람에게 반응을 적극
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독일 가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Herbert Gröne-

혁신 플랫폼의 일환으로 개최한 100일
프로젝트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300미터 앞에서
좌회전’이라는 내비게이션 명령을
터치로 인식하는 자동차 시트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또한 차량 내외부에

조끼도 있는데, 이를 착용하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컴퓨터 기반 장비나
산업용 로봇과 협업해야 하는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스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의 협업은

meyer)의 노래 중에 ‘그녀는 발 밑의 땅이 흔들릴 정도

10년 후에는 이런 기술을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을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로 시끄러운 음악만 사랑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혹시

까요?

정책과 가장 잘 부합하며 소기의 성과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지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를

네, 알고 있어요. 노래를 진동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

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샤이 테크

는 청각장애를 지닌 여성에 대한 노래죠.

(shy tech)’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을

스타트업 아우토반이 다른 연구 개발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

기관이나 스타트업과 잘 협업해가고

해질 테고요.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죠.”

향후 음악도 진동 신호로 변환해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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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어요. 시제품 설계와 기능성
적용이 4개월도 안 걸렸다는 것은

I M AGI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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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to be
a positive
guide”
현재 6차례 F1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전설적인 레이싱
스타가 바로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팀 소속의 루이스
해밀턴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스타인 만큼
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럭셔리 전기 세단 메르세데스–벤츠 VISION EQS와 동행한
이번 여정을 통해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이스톤 창(EASTON CHAN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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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열렬한 지지자인
루이스는 VISION EQS의
웅장한 외관에 반했고,

우

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가 2020 호주 그랑프리를 준비 중인 루이스 해
밀턴(Lewis Hamilton)을 만났다. 루이스의 7번째 세계 챔피언 도전
이 될 올해 포뮬러 원(F1) 시즌의 첫 시작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

터뷰 뒤에 경기가 취소되었지만 7회 우승 도전은 레이싱 업계 역사상 최초의 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록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하지만 우리는 유명 스타로서의 삶이 아니라 루이
스의 인간적인 면모와 세상을 더 멋지게 변화시키기 위해 그가 레이싱 드라이버
로서 집중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전에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그의 가치관,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 들어보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먼저, 당신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해나가는 걸 좋아해요.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을 배우는 건 특히 매력적이죠.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
각했어요. 레이싱 드라이버가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매
번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F1에 입성해 지금까지도 ‘넌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미 유명 스타가 됐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

16

고 싶었어요. 그런 편견을 깨나가는 게 나름 재미있어요. 그러고 보면 긍정적이
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시도하
는 데 의의를 두는 편이죠.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여러 시도

탑승을 환영합니다:
고급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내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를 끊임없이 해나가려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팀에는 저를 따라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은 네덜란
드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당신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순간 꿈만 같았어요. 글을 쓰거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해요.
최근 대중들은 당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어요.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이슈
에 소신을 밝히거나 환경 및 동물 보호에 목소리를 내는 게 다소 의외였거든요. 스
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전엔 제가 SNS에 올린 글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환경이나 동물 보호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야생동물을 죽
이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됐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동안 내가 이 문제에 너무 무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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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에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것들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남들과 같으니 별
문제 없다고 여겼던 거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반려견이 있었죠. 여덟 살 때 강아지가 죽었는데 아마 8년 인생에서 가
장 슬펐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후에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웠어요. 저는 모
든 종류의 동물을 다 사랑해요. 10대 후반에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퍼 소재 옷은 절대 사지 않았어
요. 나이가 더 들어서는 우리가 지닌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SNS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매체예요. 저는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동물의
도축과 착취에 관련된 분야에 기부를 중단했어요. 개인 SNS를 이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호응을 끌어냈다는 점도 뿌듯합니다. 느리지만 천천
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멋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근에야 깨달
았어요. 이전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500만에 달한다는 것을 별로 의
식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했죠. SNS 플랫폼의 강력
한 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채널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좀 더 긍
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 희망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메르세데스-벤츠는 2039년까지 지속 가능한 미래와 배기가스 없는 모빌리티 구
현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8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대형 럭셔리 전기
세단 VISION EQS를
바라보는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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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자원 선순환과 재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겠다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에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특히 전기차 제작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F1 경기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일이 있나요?
사람들은 우리 드라이버들이 경기마다 항상 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레이
싱 트랙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를 운전하니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일이고 직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레이서로 활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레이싱 스포츠는 계속될 테고요. 그렇지만
업계 내에서도 저는 영향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에서부터 점진적으
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 계획인데, 메르세데스-벤츠 차를 타고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무척 도움이 돼요.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하지
만 항상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주말 동안 열리는 레이싱 대회가 끝나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팀 동료들에게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재활용되는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해요. 비록 하찮은 수고 같지만 이러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뀐다
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수긍하게 되겠죠. 이
런 변화에 제가 미미하나마 보탬이 되고픈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미래에 지금의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20년 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레이서로서 거둔 성과는 극히 일부분일 것 같
아요.
루이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기 신념을 말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원한다.

차체의 라인에 일가견이 있는
루이스가 VISION EQS의
활처럼 이어지는 우아한
곡선을 감상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잖아요.

글쎄요. 지금은 제가 레이서로서 거둔 성과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미래의
제 삶에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의 목표는 레이싱 업
계가 다양성을 넓히고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둔 성공을 계속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영향력을 지금처럼 유지해야만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
지할 수 있고 마음껏 제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
니까요.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세상이 변해가는 걸 보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3~4년간 제가 별볼일 없는 성적을 거둔다면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업계 내 차별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향후 10년 혹은 그 이상 다양한 배경
의 드라이버들을 만나지 못하겠죠. 선수뿐 아니라 정비, 마케팅, 여행 지원 등 업
계 내 다양한 업무 전반에 예전처럼 백인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인력 스카우트 풀
자체가 다시 협소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더 자세한 정보와 영상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bmag.me/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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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기록적인 우승 횟수에 상관없이 제가 도태되는 순간 모든 것이 허사가 될 테
니까요.

LEWIS HAMILTON ON THE EQC AND THE VISION EQS

(VISION EQS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며)
“EQC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출시한 신형 모델 중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뮬러 원 시험장
에서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 그전에 본 적은 있지만 시승을 한 건 처음이었죠. 직접 운전하기 전까지 성능을 잘 몰랐는
데 정말 감탄했어요. 놀라운 속도감과 도로 마찰을 최소화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타입의 변속 기능이 놀랍더군요. 저
는 차와 주행 방식을 선택하는 데 구식이라 여전히 V12 같은 커다란 엔진을 선호해요. 소리와 진동이 좋거든요. 하지
만 최근 전기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최첨단의 미래지향적 방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차츰 적응해가야 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얼마전 공개된 VISION EQS는 더 궁금해요. 겉보기에도 근사하잖아요.”

미래 모습 엿보기:
VISION EQS는 루이스가
은퇴한 후에도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활동을 축약한 모습이다.

(드디어 VISION EQS 도착)
“휠을 한번 보세요. 진짜 멋져요. 차체 전체에 둘러진 개별 LED 조명도 엄청나게 많군요. 소형 LED 램프가 아주 촘촘
히 박혀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자동차 보닛에서부터 부드럽게 아래로 연결되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차 안도 기대가
되는데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다) 놀랍군요. 컨셉트카로 소개된 거로 아는데, 향후 상용차로 출시되면 저도
꼭 구매하고 싶네요. 전기차의 S-Class를 놓칠 수 없죠.”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는 심도 깊은 인터뷰를 위해 F1 챔피언을 직접 만났다.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
인터내셔널 에디션의 편집장인 그는 패션과 유행에 민감해 누구보다 루이스 해밀턴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사진 및 사양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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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helpers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최근 출시하는 차량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레이더 시스템과 카메라, 울트라소닉 센서를 설치해 차량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또한 이런 최첨단 장비를 통해 자율주행을 부분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로켓 & 윙크(ROCKET & W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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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르세데스-벤츠에서 출시하는 다수의 모델

‘액티브 이머전시 스톱 어시스트(Active Emer-

운전자가 원할 때 차 스스로 운전하고 관련 장치 및

에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

gency Stop Assist)’,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감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완전자율주행

거나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기능이 있다.

지하고 제어하는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Ac-

이 가능한 ‘레벨5’가 현실화되고 도심 주변을 자율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파크트

tive Brake Assist)’,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주행 서비스에 기반해 이동하기 위해선 물론 긴 시

로닉(Active Parking Assist Parktronic)’이다. 좁

(Evasive Steering Assist)’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레벨3’에

은 공간에 주차하는 상황은 일상적이지만 번거로

러한 지원 기능 대부분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근접한 몇몇 기술은 이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메

운 일인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 CEO를 역임한 디터 제체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 놀라운 기술은 운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점차 다양하게 개발됨에

(Dieter Zetsche) 박사는 “머지 않아 자율주행 레

편의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주행 지원 시스

따라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해 자동차에

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구현해 이제 완전히 자율적

템과 같이 완전자율주행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의 자율

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주행은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19년 5월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도입한 여러 주행 지원 기

자율주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에게 시간

술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액티브 스피드

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운전에만 집

리미트 어시스트(Active Speed Limit Assist)’,

중하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리고 자
율주행과 관련된 특정 기술이 점점 더 많이 상용화
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갈수록 완전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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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기술이 현실화되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도 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핵심은 바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입니
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 북미지
역 연구개발 부문 내 센서퓨전 책임인 마이클 마일
리(Michael Maile)는 설명을 이어갔다. “개별 센서
가 인식한 정보를 하나로 결합하는 혁신 기술이죠.
이 기술은 도로와 주변의 교통 상황을 이미지로 변

을 통한 ‘완벽한 자유’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더 가
까이 느껴진다.

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자율주행 기술이 지향하는 공통 목표가

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있다면 주행 환경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도심의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레이더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개발
겨우 3~4개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완벽한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혼잡한

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차 주

교통 상황에서는 차가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고 대

변의 온갖 사물과 장애물의 차이를 구별해 피해야

정보를 유기적으로 조합 및 분석하는 자율주행 시

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반응 속도를 최대화하

하기도 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해 사고를 방

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놀랍다. 초음파 기반

기 위해서는 취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분석

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메르세데스-

의 울트라소닉 센서와 근거리 레이더가 도로와 주

하는 과정 또한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벤츠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은 차 스스로 운

변 지역을 지속적으로 스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도로 주변 환경을 촬영한 후 특징과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장착된 카메라가
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실
시간 고정밀(HD) 지도는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려주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

“도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전 중 맞닥뜨리는 다양한 대상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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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서 향후 움직임까지 예측해내는 특별한 알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향후

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

10년 내 단계별로 시리즈 모델 출시가 가능한 기술

차 자체의 인지 능력을 운전자만큼 끌어올리는 방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트럭이 개발된다면 생산성과 효율성 강화를 요구
하는 운수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지난 호 자율주행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가

될 것이다.
혁신적인 주차 시스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스스로 복잡한 도심의 교통 정보를 처리하고 적절

에 편의성을 더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보쉬

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도 일

(Bosch)와 협업해 개발한 자동 발레파킹 시스템

정 수준의 기술력만 지원된다면 고속도로같이 교

(AVP, Automated Valet Parking)은 한마디로 획

통 규제가 강하고 정체 현상 없는 도로 위에서는

기적이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에서 주차

자율주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시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차를 접수처에

상용차 부문에서는 다임러 트럭이 부분적으

두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차를 찾을 때도 다시 접

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3개의 주

수처로 가기만 하면 되죠.” 마틴 박사가 설명을 계

력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바로 기존에 출시한 메

속했다. “주차장을 찾거나 발레파킹을 맡기려고 기

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Mercedes-Benz Ac-

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차가 다 알아서 할

tros), 프레이트라이너 캐스캐디아(Freightliner
Cascadia), 후소 슈퍼 그레이트(Fuso Super
Great) 모델이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규정한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차
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임러 트럭 AG는 물류

테니까요.” 운전자들은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교차로 지점에 위치한 미국 내 고속도로의 몇몇 지
정 경로를 따라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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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어 더욱 흡족할

IN FOCUS: 자율주행 레벨 3과 4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술정보기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6단계(레벨 0~5)로 나누어
차량 자동화 및 자율화 수준을 진단한다.
‘레벨5’는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 개념을
도입한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하며, 현재
메르세데스-벤츠는 ‘레벨3~4’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주변의 교통 환경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주행 시스템 구현.
차선 이탈 방지와 차선 변경을 포함한 방향
및 속도 제어 기능 강화, 운전자 개입이 일부
필요한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레벨 4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 이론상 도로
상태나 주차 등 특정 상황에 맞게 시스템
스스로 주행을 제어하므로 운전자가
불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일부
지정 도시 및 제한된 지역에서만 자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주행 지원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mbmag.me/assistancesystems

※ 본지에 소개된 기술 및 장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옵션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T R AV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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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age

마리아 제헨트너(Maria Zehentner)가 과감하게 세계일주 여행을 계획한 것은 일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녀는 남편 레안더, 아들 레녹스와 함께 4년째 여행 중이다.
집을 떠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잘 헤쳐 나가고 있다.
글: 자비네 네더마이어, 토르스텐 레(SABINE NEDDERMEYER, THORSTEN KOLLE)
사진: 레안더 나르딘, 아켈라 월드(LEANDER NARDIN, AKELA WORLD)

to op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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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리아는 여행을 통해 마법 같은

멋진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인

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전혀 불

순간을 끊임없이 경험하곤 한

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홈페이지(akela.
world)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공유했

편하지 않아요. 문 밖만 나서면 세상에서

der Nardin), 8살 아들 레녹스(Lennox)와 북미 지역의 협곡을 등반하면서

다. 마리아는 여행일기를 쓰듯 진솔하고

야말로 마리아 가족이 이번 여정을 통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때론

끊임없이 찾고 있던 것이다.

도 예외는 없었다. 대표적인 로드트립 코

격렬한 부부싸움도 엿보인다. 이란에서

스인 루트66을 완주하거나 사막과 암반

섭씨 50도가 넘는 무더위에 차가 사막

다. 남편 레안더 나르딘(Lean-

가장 큰 거실이 있는걸요.” 이러한 자유

지대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

모래 속에 빠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

더없이 만족스러운 여행
모터홈의 인테리어는 소박하지만 아늑

행 중 겪은 행정 처리의 불합리함을 잊을

을 때처럼 말이다.

했다. 그들의 Mercedes-Benz LA 911
은 40년 연식이 무색하게 완벽했고 안정

수 있었다. 비자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그래도 힘을 합쳐 차를 안전하게 꺼

상황에서 전화만 하염없이 기다렸던 괴

냈듯 두 사람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

적으로 움직였다. 내부 공간은 효율적으

로운 순간도 이미 지난 일이었다. 올해 1

하고 있다. 3인 가족이 12제곱미터의 좁

로 활용하기 좋았고, 다양한 지형과 외부

월, 이들 가족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캐나

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

환경에 대응이 가능했다. 우수한 내구성

다까지 여행하기 위해 호주를 떠나왔다.

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우리를 처음

과 연비효율성은 물론이다.

그런데 국경 폐쇄로 미국 유타주에서 발

만났을 때 마리아는 이러한 염려를 일축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 세계 어디서

이 묶였고 비자도 만료되었다.

했다. 작지만 실용적인 모터홈 안쪽 주

나 여전히 차량 서비스가 가능하고 부품

46세의 마리아와 가족들은 2016년
12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떠나 긴

방에서 우리에게 줄 차를 준비하던 그녀

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오프로드 모터홈
으로 개조한 1977년형 Mercedes-Benz

LA 911 B가 동행했다. 몇 개월에 걸쳐 손
수 개조 작업을 한 후 키플링의 소설 <정
글북>의 대장 늑대 ‘아켈라(Akela)’의 이
름을 차에 붙여주었다. 과연 이름처럼 혹
한의 날씨와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눈길
도 헤쳐나가는 믿음직한 네 번째 가족으
로 손색이 없었다.

모든 일상을 벗어나
마리아 가족은 익숙하고 정든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다. 휴가 차 떠나는 여
행과는 달리 흥미진진하고 이색적인 환
경에서 새로운 일상을 사는 것이 목표였
다. “우리도 남들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
었어요. 여행 가이드도 하고 교사와 정비
공으로도 일했죠.” 마리아가 설명을 덧
붙인다. 가족이 누리는 보상은 엄청났다.
바로 환상적인 자연 풍광과 광활한 대지
와 바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다양한 사
람들과 문화를 만나는 것 말이다.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어 마리아는 다
니던 여행사를 과감히 그만둔 것이다. 그
녀의 남편인 사진작가 레안더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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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같은 느낌:
마리아의 아들 레녹스가
오아시스 같은
발리의 계곡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햇빛, 찬란한 마법 같은
순간을 즐기고 있는 마리아.

특별한 만남: 중앙아시아
동북부 지역의
키르기스스탄에서
마리아 가족은 독수리
사냥꾼과 마주쳤다.

Mercedes-Benz 911은

PHOTO ABOVE LEFT PRISM

험난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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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승마 체험을 즐기는
마리아와 아들 레녹스.

마리아 가족은 대자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실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인도네시아 숨바와
(Sumbawa) 섬 바다에서
거침없는 다이빙을 선보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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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가족은 ‘여행은
즐거운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다채로운 도시, 서울 풍경:
도심의 고층 건물이
봉은사의 거대한 불상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개조한 Mercedes-Benz
내부는 잘 짜인 구조로
충분히 넓고 안락한 공간을
선사한다.

황홀한 풍경: 목가적인 서부
호주의 해안도로.

고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차 바깥으

짧고 둥근 후드 모양으로 인해 ‘커브드후

원비와 약값을 단호하게 거절하던 그리

드( curved-hood )’ 혹은 ‘쇼트노즈

스인 간호사는 잊을 수 없다. 몽골과 이

로 나뭇가지가 길게 늘어진 원시림 아래

(short-nose)’라 불리는 이 밴 모델이

란에서 또래 친구들을 사귄 레녹스는 전

강이 흐르는 멋진 곳이었다. 아침 햇살에

1959년부터 1995년까지만 생산되었다

세계 불문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숨바

공기는 따뜻하고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전 세계

꼭질을 하며 놀곤 했다. 여행 중 여러 국

물총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를 누비며 여행을 다니는 마리아 가족은

가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도 잊을 수

여행 중 이런 혜택을 여러 번 누리기도 했

없는 추억이다.

호주 원주민들은 물총새의 울음소
리가 유난히 시끄러운 이유가 사람들을

다. 또한 이들은 태양광 패널을 차체 지

3년 반을 거리에서 지냈지만 마리아

깨워 멋진 아침 해를 즐기게 하려는 것이

붕에 설치해 자가발전 시스템을 이용하

가족은 여전히 떠나고 싶다. 여행을 사랑

라고 믿었다. 아침형 인간인 마리아 가족

하는 마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에게는 불필요한 모닝콜이지만 새소리

여전하다. 마리아는 얼마나 더 여행을 떠

는 더욱 우렁차게 울렸다.

고 있다.

만국 공통어: 바비큐

날 수 있을지는 레녹스에게 달려 있다고

마법처럼 황홀한 순간과 수많은 위기와

말한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여행을 즐

곤란한 상황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

거워하니까요. 우리 부부도 그렇고요.”

시 사람들이다. 마케도니아 접경 지역에

호주 야라레인지스 국립공원에서 만

서 편도염으로 치료를 받은 레녹스의 병

난 마리아 가족은 자연 그대로를 만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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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QR코드에서 확인해보자.
기사와 관련된 동영상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mbmag.me/akela

자비네 네더마이어(Sabine Neddermeyer)는
마리아 가족의 모험 가득한 여행에 매료되었다.
호주에서의 만남 이후 훌쩍 떠날까 말까 고민이
깊어졌다.

Salzburg

Istanbul
Athens

Bishkek

Ulaanbaatar
Vladivostok

Dushanbe

Seoul

Kyoto

The route:
총 거리 8만 킬로미터
여행 기간 3.5년
여행 국가 4개 대륙 26개국
기후대 변경 4회
표준시간대 변경 11회

Kota Kinabalu

Darwin

Melbourne
Hobart

쥘 베른의 1865년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허구가 아닌 사실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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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타트렉>의 극성 팬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발명과
기술혁신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점점 더 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영감을 얻기
위해 공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글: 마리-소피 뮐러(MARIE-SOPHIE MÜLLER)
그림: 야닉 드 라 피치(YANNICK DE LA PÊ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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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영감을 불어넣다.
영화나 소설에서 그린 미래 사회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되돌아
보면 현실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 쥘 베른의 1865년
작품 <지구에서 달까지>에 나오는 우주여행은 100년 후 인류 최
초의 아폴로 11호 달 탐사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소설
에서는 대포를 이용해 3명이 탑승한 발사체를 달로 쏘아 올리려
고 한다. 속이 빈 발사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것은 1969년 플
로리다에서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채 떠난 아폴로 우주선과 매우
흡사하다. 게다가 로켓의 출발 장소 역시 비슷하게 맞췄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기 5년 전 TV 드라마 <스
타트렉>의 커크 선장은 ‘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
게 연락을 취하는데 이 기계는 향후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폴더형 휴대폰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
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엔지니어와 과학자
들 또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사실과 허구
아리 포퍼(Ari Popper)는 여기에 한발 더 앞서 나갔다. 영국 출

TV 드라마 <스타트렉>의
커크 선장은 1964년에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거

신의 작가이자 사업가인 그는 공상과학 소설의 혁신적인 아이디
리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쓴 사람들이 허공에 손짓을 하거

어가 지닌 힘에 매료되어 2012년 경영 컨설팅 회사 사이퓨처스

나 중얼거리며 걸어간다. 마트에서 결제를 할 때 신용카

(SciFutures)를 설립했다. 이 회사에서는 소설 속 여러 가지 아이

드 대신 휴대폰을 계산대에 스캔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고자 했다. “공상과학 소설은 미래에 대

있다. 아침식사를 하며 앱으로 차 안의 에어컨을 미리 켜두면 쾌

해 엉뚱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황당해 보이고 현

적한 온도에서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이런 장

실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과 근거가 있는 조사에서

면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쇼핑카트에 동전

출발하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이죠. 기업이나 브랜드의 미래를 제

을 넣어 사용하고, 종이책을 읽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필요 이

시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영감의 원천은 없어요.” 포퍼는 회사

상의 시간을 써야만 한다.

의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우리가 미래에 상상하던 일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만

는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근거 자료를 찾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런 혜택

검증 과정을 마치면 고객들에게도 본인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공상과학 소설가 윌리엄 깁슨

이야기를 요청해요.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

(William Gibson)의 이야기다. 그는 1984년에 발표한 <뉴로맨

한 구체적인 모습이죠.”

서(Neuromancer)> 3부작에서 처음으로 ‘사이버스페이스(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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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pace)’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사람

실험적 미래 시나리오 설계

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일하며 일상을 살아간다는 발상은

모든 내부 자료 수집과 검토가 끝나면 포퍼는 300여 명의 외부

매우 기발했다. 또한 가상 세계인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려면

공상과학 소설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대부분의 외부 자문단은

헤드셋이 필요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VR 고글과 매우 비

자료에 기반해 미래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슷하다. 그 당시 인터넷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VR 기술

완벽하게 허구인 세상에 빠져보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스스로가

은 인터넷 이후 우리의 삶을 바꾼 대단한 발명이지만 예전엔 공상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 허구의 세상

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황당무계한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오

에서 희망을 갖고 두려움도 느끼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절절히 느

래전에 모두 나왔던 아이디어죠.” 윌리엄 깁슨은 2015년 토론토

껴봐야 해요.”

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에서 처음으로 VR 고글을 써본 후 열정

마지막으로 포퍼는 고객과 기술 스타트업 및 소규모 발명가

적으로 말했다. 실제로 깁슨의 상상력을 통해 쓰여진 이야기들은

들을 연계한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협업을 통해 첫 번째 시

20년 후 모두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되었다.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진정한 혁신 기술이

TV 드라마 <전격Z작전>에
등장한 말하는 첨단 자동차
‘키트’의 계기반.

등장하는 순간인 거죠.”
목표는 더 크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미래지

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개발한 주의 어시스트(At-

tention Assist) 시스템은 운전 스타일을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향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도출해내는 것이다. 비록 현재 실현 가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또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

능성이 전무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전문용어로 ‘문샷

템 MBUX는 운전자와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우리가 TV

(moonshots)’이라고 한다. 달 탐사에 빗대어 소위 혁신적이고

드라마 <전격Z작전>에서 봤던 첨단 자동차 ‘키트’처럼 운전자는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차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40년 전엔

메르세데스-벤츠의 친환경 전기차 The Vision AVTR도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런 원칙에 기반해 출시된 것이다. (포퍼와 협업한 프로젝트는 아
니지만 말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공상과학 영화 <아바타

상상력의 힘

>에서 영감을 받은 이 컨셉트카는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작가 윌리엄 깁슨은 과거 자신이 상상한 미래가 현재의 모습이라

미래 교통수단에 반영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The Vi-

고 확신했고 그럴 만한 근거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만

sion AVTR이 시연한 것과 같이 자동차의 센서가 사람의 감각기
관처럼 작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쨌든 The Vision
AVTR 프로젝트 같은 작업은 업계의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동기

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 자율주행 같은 혁신이 지속

를 부여한다. 다양한 성과를 조기에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창의

“만약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상상에 제동이 걸린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활발하게 제안되고 개발

다면 공상과학 소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나의 작가적

될 기회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상상력을 일깨운 원천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항상 대비해야 한

든 우주 공간에서의 휴일은 예전만큼 유토피아적 환상으로 그려
됨으로써 기술은 물론 우리 삶의 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개진은 특히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모빌

다는 생각이에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

리티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한 다양한

다는 것을 후회하지 말자고 다짐하죠.” 아리 포퍼는 이처럼 자신

관련 기업과 과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자 지속적

의 신념을 강조한다. 무슨 의미일까? 공상과학 소설은 기술 발전

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운송 수단은 더 안전하고 날

이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해 견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씨의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보다 스마트해져야 한다. 점점 증가하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는 주행 지원 시스템은 이미 많은 운전자를 도와주고 있으며, 운

를 알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전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좀 더 영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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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C
지속가능성의 미래:
코펜하겐 시내를
달리는 E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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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C

New appearances
스타트업 선구자에서 덴마크의 스타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소렌 로즈. 세련되고 화려한 뉴욕 생활부터 코펜하겐의
목가적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면면을 들여다봤다.
EQC와 동행한 그의 고향 코펜하겐 여행을 통해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더욱 두드러졌다.
글: 얀 빌름스(JAN WILMS) 사진: 야스퍼 칼버그(JASPER CAR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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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는 자신의 집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디자인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다.

덴

마크 코펜하겐에도 봄이 왔다. 클램팬보르(Klampenborg) 외곽 지역에 맞닿아 있는 발틱해 위쪽 외레순해

만 내려가면 언제든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됐

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진정한 코펜하겐 토

다. 스튜디오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나지움 컬렉션(Gym-

박이라면 이 시즌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 두 가지를 잘 알

nasium Collection)’으로 꾸민 인테리어. 쓰레기더미에서 골라

것이다. 첫 번째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고 또

낸 목재로 테이블과 캐비닛을 만들며 가구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

하나는 비바람을 뚫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소렌 로즈(Søren

서게 한 작품이기에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와 직원들이 쓸 디자인 스튜디오로 개조하였다. 덕분에 이젠 계단

Rose)는 이 둘을 하루에 전부 해치우기로 했다. 그래야만 완벽한
주말을 완성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와 부티크를 겸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현대적 디자인

한 세련된 바이크 전문 숍 크랭스 & 커피 (Cranks & Coffee)에

디자인 업계에서 사업 초창기부터 제품을 만드는 데 환경보호를

서 만남을 가졌다.

위한 생태발자국 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요즘 대

이 47세 덴마크 출신 디자이너는 최근 뉴욕 맨해튼과 코펜하

부분의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겐을 오가던 생활을 정리하고 10년 만에 고향에 완전히 정착했

다루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된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스칸디나

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널찍한 타운하우스의 꼭대기 층은 그

비아 지역의 심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서 우리는 자원의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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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미 앱과
동행하는 여정
메르세데스 미 앱은 운전
중 가까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고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일렉트릭
인텔리전스(Electric
Intelligence)’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행 경로를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mercedes.me

완벽한 패밀리카:
로즈는 EQC 시승에
아이들과 함께 했다.

로즈는 디자인 작업에
영감을 주는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한다.

바이크 전문 숍 크랭스 &
커피는 로즈가 라이딩 출발
장소로 즐겨 찾는 곳이다.

성과 고갈을 우려하던 시대에 생각해낼 수 있던 가장 참신한 아

와 리빙 브랜드를 통해 소개되었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이어가고

이디어와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있다.

이 시대의 가구들은 매우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기능성

사실 디지털로 대표되는 ‘신경제(new economy)’가 부상하

과 효율성을 강조해 내구성이 뛰어났다. 또한 밝지만 무채색에

기 전인 1994년 로즈는 코펜하겐에 미디어 에이전시인 찰리탱고

가까운 뉴트럴 컬러를 주로 사용해 주거공간에서 햇빛과 조명의

(Charlie Tango)를 설립했다. 이 회사를 통해 그는 덴마크에서

효과를 극대화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

가장 거래 규모가 큰 모바일 결제 앱을 개발했고 2017년에 매각

덕분에 정통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의 유행과 더불

했다. 이후 2004년 외부 투자로 설립한 트렁크 아카이브(Trunk

어 최근 더 주목받고 있다.

Archive)는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사진 에이전시로 전 세계에서

로즈 역시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디자인스쿨 출신이다. 그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가구 디

는 놋쇠로 만든 조명, 우아한 곡선의 목조 가구로 짜 맞춘 부엌,

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별도 창고가 필요할 만

나무 둥치의 질감을 살린 커피테이블 등을 디자인하며 유명세

큼 양이 엄청났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동안 모은 모든 가구들을

를 얻었다. 그의 작품은 펌리빙(Ferm Living), 메누(Menu), 무토

처분하고 자신만의 가구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렌 로

(Muuto), 우노폼(Unoform) 등 덴마크의 유명 가구 디자인 회사

즈 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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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북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노하운
(Nordhavn)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 로즈.

EQC 시승 중 잠시 휴식을
즐기고 있다.

EQC

로즈는 (사진 중앙)
친구들과 자전거
레이싱을 즐기며 도심
생활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로즈는 EQC 디자인을
마음껏 즐겼는데
특히 내부 인테리어를
감상하며 즐거워했다.

일을 하는 주중에도
로즈는 가족과
항상 가까이 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NGO 기관에 납품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UN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혁신을 원하는 그의 생각과 태도는 전

이나 적십자 단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에

체 생활방식까지 변화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그가 EQC에 올랐을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달랐어요.”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전기차를 처음 접해봤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로서 당연하게 그는 EQC의 차체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원대한 목표를 수립한 코펜하겐

자세히 훑어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제까지 출시된 전기차 중 가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전기차를 시승해본 그의 소감은 어떨

장 마음에 들어요. 과도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배제한 점이 특히

까? “제 손자들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여러 장치를 작동시켜야만

좋아 보이네요. 트렌드를 잘 반영한 디자인이 탁월한 차예요. 메르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덴마크가 자율

세데스-벤츠는 이런 섬세한 부분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심 중앙으로 접어들 무렵 로즈는 의외의 면을 드러냈다.
“저는 차를 정말 사랑해요. 20여 대가 넘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

주행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

을 보유할 정도로 마니아죠.” 그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저

시 실현’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기

희 집안은 G-Class를 비롯해 다양한 오프로드 차를 아프리카의

반한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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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Mercedes-Benz
EQC 400 4MATIC
모터 최고출력:
408hp
모터 최대토크:
77.4kg·m
모터 최고속도:
180km/h
가속력(0->100km/h):
5.1초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80kWh
구동 방식:
사륜구동
1회 충전 주행거리:
309km

EQC
더 자세한 정보는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t.ly/3hakmmx

EQC는 간결한 디자인, 우수한 품질, 안전성과 화려함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의 정통성을 계승함으로써 타 전기차 사이의 차별화를 이뤄냈다. EQC는
최고출력 300킬로와트(408hp)에 달하는 역동적인 주행 능력을 자랑한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전기차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bit.ly/3hakm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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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Cranks & Coffee

발틱해에 인접한
클램팬보르(Klampenborg)에 있는
카페와 부티크를 겸한 세련된 바이크
전문 숍.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w3w.co/copiers.paradise.
stepping
2
2

Lumskebugten

항구 지역에 위치한 코펜하겐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우아하고 고전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프랑스풍의 정통
덴마크 요리를 선보이는데,
덴마크식 오픈 샌드위치인
스뫼레브뢰드(Smørrebrod)도
맛볼 수 있다.
w3w.co/toolkit.dignity.
strongly

4

3

Ordrupgaard

덴마크 북쪽 샬로텐룬
(Charlottenlund)에 위치한 1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국립미술관으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과 덴마크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건물
자체도 매우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미술관 내
멋진 카페도 잊지 말고 방문해보자.
w3w.co/dweller.tourist.
pictured
4

Copenhagen Nordvest

공단지역을 재개발해 갤러리와
유명 매장이 들어서면서 최근
인기 지역으로 부상한 곳이다.
코펜하겐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 카페데파르테멘테트 (Kaffee
departementet)도 있으니 여행객
이라면 한번쯤 들러봐도 좋을 듯.
w3w.co/sliders.feast.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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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Hellerup

4

Norrebro
Bronshoj

2

COPENHAGEN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매번 상위권을 차지하는

형 코티지가 시판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 도시에 걸맞은 행보라 하겠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던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화가 역
전현상을 보일 날이 가까워졌다. “차량은 전부 자율주행이 가능

완벽한 주말
우리는 로즈가 애정하는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소나무로 지은

해질 것이고, 개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여러 채의 통나무집을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머릿속에 그려보던

제공하겠죠.” 그의 예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우리는 차 안에서 일

타이니 하우스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항구에 인접

도 하고 쉴 수도 있을 거예요.” 로즈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제품

한 수영장 시설의 일부였다.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로즈 가족

을 이미 구상 중에 있다. 최근 트렌드로 부상한 이동형 주택 ‘타이

은 수영장 물에 뛰어들어 완벽하게 주말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

니 하우스(tiny house)’가 바로 그것인데, 새롭게 시작할 사업 클

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는 디지털 첨단 장치와 넓은 트렁크를 갖

라인(Klein)을 통해 선보이고자 한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

춘 EQC가 아이들에게 안락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아이

적이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첫 번

들만 즐거운 것은 아니다. 로즈 자신도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카

째 디자인은 친구이자 유명 건축가인 비야케 잉겔스(Bjarke Ingels)와 협업으로 진행 중이다. 매우 과감한 디자인의 여름별장

않는 그에게 안성맞춤 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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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벽한 후보를 찾아냈다. 어쨌든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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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nlund

로즈는 EQC를 드라이빙하며
코펜하겐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전기차의 품질과
디자인에 매우 흡족해했다.

GLE COU PÉ

“A completely new driving experience”
The new GLE Coupé는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디젤 엔진에 멋진 디자인을 결합했다.
인기 유튜버인 폴 월레스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는 이 인텔리전트 SUV 시승에 동참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의 신형 SUV 모델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1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사진 및 사양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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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월레스(Paul Wallace)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으면 200만에 가까운 그의 SNS 팔로워들에게 이 경쾌하고 강

있다. 그를 웃음 짓게 한 대상은 바로 뒤에 있었다. 주차장에 세워

력한 자동차의 영상을 찍어 소개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완전히

진 The new GLE Coupé(사진 1 )가 자동차 애호가이자 유튜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소

스타인 폴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차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든

음과 진동이 거의 없이 빠른 가속이 가능한 점, 디젤 엔진으로도

디젤 엔진 SUV 중 가장 깨끗한 배출가스를 내놓는 모델이다. 직

가솔린 엔진만큼 배출가스 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연비가 탁월하

렬 6기통 디젤 엔진에 처음으로 선택적 환원 촉매(SCR)와 함께

다는 점 등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The new GLE Coupé와 함

최신 배출가스 정화 기술인 암모니아 슬립 촉매변환기(ASC)를

께하는 폴의 안달루시아 여정은 말라가 항구에서 시작되었다. 메

결합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평소 같

르세데스 미 앱(사진 4 )을 이용하여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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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에 여행 경로를 이미 전송해둔 상태였다.

폴의 관심은 이 차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재빠르게 옮겨갔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에라 네바다 산악지대였다. 폴은 여유로

바로 노련한 운전 실력만 있다면 주행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

운 운전석 옆에 있는 수납공간(사진 2 )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에

다는 점이다. 차체에 설치된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충전(사진 6 )했다. 그는 여행자

LECT) 기능을 이용하면 컴포트(comfort), 스포츠(sport) 등 운

들이 잘 찾지 않는 경로를 선택한 터라 The new GLE Coupé의

전자의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 뛰어난 연비 덕

속도감을 마음껏 테스트해볼 수 있었다. 디젤 엔진은 가속이 필

분에 한 번 주유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요한 순간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폴은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네요”라며 감탄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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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달루시아처럼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곳에서는 에어매틱
(AIRMATIC) 서스펜션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네요. 이런 차는 처음이에요.” 폴이 감탄하며 말을
이어갔다. “커브를 돌아나갈 때마다 차체 움직임이 마치 스포츠

을 바라보고 있었다. “디자인은 우아하면서도 SUV와 쿠페 모델

카를 모는 것처럼 든든해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때에도,

의 장점을 절묘하게 잘 결합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좀 어색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에도 쏠림이 심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

했지만요.” 기존의 GLE SUV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짧아졌음에

죠. 그러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에는 변함이 없어요. 게다가 여러

도 넓은 내부 공간(사진 5 )을 제공한다. 폴이 다시 출발하길 제안

주행 보조 시스템 덕분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달릴

했고 자동차 휠 뒤편으로 보이는 풍경(사진 7 )도 늦기 전에 더 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요.” 코스타델솔(Costa del Sol)

까이에서 감상할 필요가 있었다. 먼 길을 달려왔지만 아직 연료

해안 근처 고원지대에서 잠시 쉬는 동안 저 멀리 반짝이는 지중해

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 또다시 길을 떠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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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들어왔다. 폴은 쿠페 차 뒷부분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The New GLE Coupé
폴 월레스는 안달루시아
산악지대에서 놀라운
핸들링과 주행 성능을
보여준 The New GLE
Coupé에 완전히 매료됐다.
쿠페 스타일 SUV의
탄탄한 외관은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며 다양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일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신형
모델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었고
넓고 세련된 내부 공간도
흠잡을 데 없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사진 및 사양은 국내 판매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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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tic four,
All new AMG
고성능 AMG 모델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서킷이다.
Mercedes–AMG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AMG
스피드웨이에서 강렬한 시승 이벤트가 열렸다. 올가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네 대의 AMG 모델을 미리 살펴봤다.

The New Performance Range by AMG
“최근 자동차 시장에 재밌는 흐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젊은 소비
자들의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이
런 추세에 맞춰 AMG가 새로운 엔진 라인업을 마련했습니다. 오
늘 이곳에서 경험할 A 35 4MATIC Sedan, A 45 4MATIC+

Hatchback, CLA 45 S 4MATIC+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AMG
브랜드의 화려한 시작입니다. 또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스포츠카인 AMG GT의 부분 변경 모델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말이죠.”
행사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마크 레인(Mark Raine) 제
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럴 만
도 한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여 대의 AMG 자동차들이 우

글: 이재림

렁찬 배기음과 더불어 타이어를 태우며 새하얀 연기를 피우는 세
리머니를 펼쳤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현
장의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단 세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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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고성능 AMG 모델 4종을
AMG 스피드웨이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양한 AMG 모델이
전시되었다.

The New AMG GT 앞에 선
마크 레인 제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개로 쪼개 한자리에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자리 간격도 멀찌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

감치 띄웠다. 또 한 세션 안에서도 조를 나눠 피치 못할 접촉을 줄

서킷에 들어가기 전부터 눈여겨본 숫자가 있는데 바로

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온종일 차만
타는 게 아니었다는 거다. 중간중간 제품 관련 담당자가 차에 녹

M139 엔진의 출력. 2리터 배기량을 갖고 421마력을 터트린다.
이전 엔진 대비 40마력 증가했는데 리터당 출력으로 치면 AMG

아 들어간 기술을 설명하는 테크니컬 프로그램을 비롯해 행사장

차에 들어가는 엔진 중 최고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자장치가 들

곳곳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담당자들과의 자유로운 인터뷰가 이

어갔으나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냅다 달렸다.

뤄졌다.

뒤이어 탈 더욱 강력한 차들이 있던 터라 몸풀기로 생각했는
데 웬걸. CLA 45 S 4MATIC+로 4랩을 도는데 얼굴이 이미 벌겋

The new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뉴 퍼포먼스 레인지 바이 AMG’라는 타이틀답게 초점은 출시를
앞둔 네 대의 AMG 모델에 맞춰졌다. 일반 도로 시승과는 달리

다. 패들시프트를 당길 새도 없이 AMG 스피드시프트 DCT 8단
변속기가 속도계를 연신 숫자 200에 갖다 붙이니 발목을 까딱이
기 바쁘다. 차가 연이은 코너를 파고들더니 순식간에 세 바퀴가

서킷에서 마음껏 한계 주행을 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참가자

끝났다. 차에서 내린 뒤 CLA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알

들은 한껏 달아올랐다. 첫 번째로 운전대를 잡은 차는 The new

았는데, 제로백이 4초란다. 어쩐지⋯. 이전 모델은 4.2초였는데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밑바탕이 되는 차는 지
난 2월 출시한 2세대 CLA로 풀체인지 모델이다. 하지만 AMG

0.2초나 당겼다. 그리고 신형은 드라이브 모드에 레이스가 추가
돼 총 6가지 AMG 다이내믹 셀렉트 중 고를 수 있고 드리프트 모
드까지 추가됐단다. 또 MBUX를 통해 내가 운전을 어떻게

파츠를 곳곳에 두른 덕에 이름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른 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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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레이싱 유전자에
더욱 강렬해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조합돼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통 스포츠카 AMG GT의
새로운 모델 ‘The new
Mercedes-AMG GT’.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Mercedes-AMG 35
모델로 A-Class 세단에서
경험하는 스포츠카급 짜릿한
성능을 선사하는 ‘The new
Mercedes-AMG A 35
4MATIC Sedan’.

동일 세그먼트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고성능
핫해치를 대표하는
‘The new MercedesAMG A 45 4MATIC+
Hatchback’.

역대 가장 강력한 신형

2.0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한 디자인 아이콘
‘The new Mercedes-AMG
CLA 45 S 4MATIC+’.

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AMG 트랙 페이스( AMG

된다. 그저 뒤통수에서 터지는 천둥벼락에 쫓기듯 내달리기 바쁘

TRACK PACE)가 기본으로 탑재돼 운전자의 트랙 드라이빙 스

다. 2세대로 발전한 M178 엔진은 터빈을 트윈스크롤 방식으로

킬 향상을 가능케 한다.

바꾸고 개선된 오일펌프를 집어넣어 드라이섬프 윤활 기술도 발
전했다. 여기에 맞물린 AMG 스피드시프트 7단 DCT 역시 흠잡

The new Mercedes-AMG GT
이어서 운전석에 오른 차는 The new Mercedes-AMG GT로 5

을 데가 1도 없다.
랩을 더해갈수록 차에 지배당하는 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부

년 만에 부분 변경한 모델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분 변경하며 전에 느꼈던 거친 느낌이 놀랄 만큼 안정적으로 변했

램프의 그래픽을 바꾸고 AMG 카본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했

다. 그리고 차를 이루는 부품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

다. 인테리어 역시 최신 메르세데스-벤츠다. 풀 디지털 계기반과

는데, 운전에 몰입하다 보면 운전자마저 합쳐지는 기분이다. 궁극

센터디스플레이, 센터콘솔이 완전히 바뀌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의 레이스카다.

만큼 조작이 쉬워졌다.
앞서 마크 부사장이 AMG GT를 가리켜 볼거리만 바꾼 게 아

476마력에 최대토크가 64.2kg·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

The new Mercedes-AMG A 45 4MATIC+
Hatchback
사실 이번에 가장 타보고 싶었던 차는 The new MercedesAMG A 45 4MATIC+ Hatchback이다. AMG의 신형 엔진도
궁금했고 AMG 스피드웨이 특성상 마음껏 갖고 놀기엔 이 녀석

미터 가속을 겨우 4초에 마친다. 하지만 이런 숫자 따위는 몰라도

이 딱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못 탔다. 대신 서킷에서 나란히 달

니라 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 게 떠올라 내심 기대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피트아웃하는 순간 느낌이 왔다. 끝내준다.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뻗은 보닛 안에 들어 있는 엔진은 최고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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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관찰했다. 겉에서 봤을 땐 서킷에서 제일 잘 달린다. 해치백

고 숫자만 제일 낮을 뿐이지 재미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

이다 보니 뒤가 빠지는 것도 없고 들어간 M139 엔진이 최고출

트에 롤링 베어링을 장착해 터보차저 내부에 발생하는 기계적 마

2리터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엔진과 AMG 스피드시
프트 DCT 7단 변속기를 맞물려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
40.6kg·m를 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도달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초에 불과하다.
게다가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차를 통해 Mercedes-AMG

찰을 최소화하며, 터보차저의 즉각적인 반응과 빠른 최대 회전수

를 처음 접할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잊지 않았다. 그

력 387마력, 최대토크 48.9kg·m를 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힘
부족은 없어 보였다. 이 엔진은 AMG GT 4-도어 쿠페에 장착된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과 동일하게 터보 압축기 및 터빈 샤프

도달을 돕는다. 또 맞물린 AMG 스피드시프트 DCT 8단 변속기

래서 운전의 재미와 더불어 안전장치도 다양하게 집어넣었다.

의 도움으로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까지 도

AMG 퍼포먼스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속도뿐만 아

달한다. AMG GT와 제로백이 같다. 그래서 그렇게 잘 달렸구나.

니라 횡방향 및 종방향 가속도, 각 휠의 회전 속도, 선택된 기어 및

게다가 신형은 전엔 없던 앞바퀴 디퍼렌셜락까지 들어가 코

스로틀을 모두 고려해 토크 배분을 완전 전륜구동에서 50:50까

너 탈출 시 큰 도움을 받는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댐퍼 감쇄

지 자동 조절할 수 있다. 안락한 주행과 스포티한 주행을 두루 경

력과 스로틀, 변속 타이밍과 스티어링 무게까지 통합 제어하는

험하기에 제격이다.

AMG 다이내믹스도 기본 사양이다. 잘 달릴 수밖에 없다.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
는 엔진 패밀리인 35 모델을 비롯해, 새로운 45와 45 S 그리고
드라이빙 퍼포먼스 그 자체인 AMG GT까지 Mercedes-AMG

The new Mercedes-AMG A 35 4MATIC Sedan
마지막 타자는 The new Mercedes-AMG A 35 4MATIC
Sedan이다. 이번에 선보인 AMG 차 중엔 엔진 출력이 가장 낮지
만 AMG 역사상 최초의 35 모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

서킷에서 당당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MercedesAMG 신형 모델들.

퍼포먼스 차량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짜릿한 드라이빙
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드라이빙 DNA
를 몸에 가득 새기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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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the future
The new EQC × SOCAR
전 세계에서 가장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꿈꾸는 세상? 메르세데스–벤츠 최초의
전기차인 The new EQC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1위 쏘카와의 만남.

차세대 모빌리티를
경험하고 싶다면
SOCAR에서 만날 수
있는 The new EQC를
놓치지 말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순수 전기차를 쏘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주역 중 하나라는

격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인테리어와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파워트레인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메르세데스-벤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세계 최

의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커넥티비티가 결합해 특유의 ‘일렉트

고 브랜드의 전기차를 몰 수 있다면 어떨까? 2020년 6월 1일 메

릭 인텔리전스’를 선보인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

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EQ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인 The
new EQC 200대를 쏘카(SOCAR)에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

수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를 통해 The new EQC는

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 초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2020 올해의

The new EQC는 2019년 10월 국내 공식 출시해 자동차 업
계에 프리미엄 전기 SUV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차다. The
new EQC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정체성

차’에서 ‘올해의 그린카’와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를 수상하며 2
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통풍

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외관과 캐릭터 라인은 물론, 우아하고 품

시트 등을 기본으로 탑재한 The new EQC 400 4MATIC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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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충전 상태나 에너지 흐름 등을 확인할

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 6월 30일에는 기존 모델

The new EQC를
체험해보면 모빌리티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미엄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The new EQC를 쏘카에서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쏘카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

The new EQC를 체험하는 새로운 방법?
SOCAR에서 The new EQC 선택!

(애플)에서 설치한다. 쏘카를 실행한 뒤 먼저 차량 이용 시간을 설
정하고 대여 장소를 선택하면 다양한 차량을 고를 수 있다. 그중

The new EQC를 선택하면 된다. 혹은 처음부터 우측 상단의 자
동차 아이콘을 눌러 차종 필터에서 ‘벤츠 EQC’를 선택하면 The
new EQC를 탈 수 있는 지역만 지도에 표시되므로 좀 더 보기 편
리하다. 다만 쏘카에서 The new EQC를 이용하는 서비스 기간
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국내에서 서울, 경기 내 150

cedesBenzKorea_official)에서 볼 수 있다.
The new EQC의 가격은 얼마일까? The new EQC 400
4MATIC은 9,550만 원, The new EQC 400 4MATIC edition
1886과 The new EQC 400 4MATIC 프리미엄은 1억140만 원

개 지역에서만 제공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보조금 지원받으면 8000만 원대에 소유
The new EQC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The new EQC × 김소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The new EQC를 살
경우 국고보조금 630만 원을 기본으로 차량의 등록 지역에 따

영 아나운서’의 컬래버레이션 영상이 마련돼 있다. 아나운서 출신

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

방송인이자 책발전소 대표인 김소영이 출연한 The new EQC 영

대 서울에서 The new EQC 400 4MATIC을 등록하면 국고보

상은 총 세 편으로 각각 1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 누구나 부담

조금 630만 원에 서울시 보조금 450만 원까지 총 1,080만 원

없이 볼 수 있다.

을 지원받아 8,47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국내 최고 프리

스-벤츠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Mer-

The new EQC의 메리트는 우리나라 정부의 저공해차 구매

우선 첫 번째 편인 ‘퍼포먼스’에서는 김소영 아나운서의 낭랑
한 목소리로 The new EQC의 강력한 퍼포먼스에 대해 들을 수

미엄 전기 SUV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도 세계 최고가 만들면 다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

있다. The new EQC 전시장에서 촬영한 본 영상에서는 “벤츠니

아의 이상국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The new EQC가 지닌

까 더 말이 필요 없죠”라는 그녀의 말에서 The new EQC에 대한

다양한 장점과 더불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함께 경험하는 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편인 ‘안전성’에서는 한 아이의 엄

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친환

마이자 가족과 함께 타는 차로서 메르세데스-벤츠라는 브랜드

경차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에 신뢰가 간다는 얘기와 더불어 무엇보다 넓은 트렁크에 만족하

고 밝힌 바 있다.

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전’ 편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빌리티의 미래가 궁금한가? 쏘카를 이용

김소영 아나운서가 지닌 친환경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The new

하든, 보조금을 통해 직접 소유하든 방법은 다양하다. The new

EQC의 쉽고 편리한 충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김소영 아나운서의 EQC 컬래버레이션 영상은 메르세데

EQC를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차세대 모빌리티는 이미 당신 곁에
있는 셈일 테니.

YouTub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채널에서
‘The new EQC × 김소영
아나운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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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T 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뉴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공식 출범 6주년 맞이해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2014년 6월 29일 공식 출범한 지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다.
최근 6년여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누적 기부금은
약 272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기금액은 2014년 대비 125퍼센트
증가한 45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취약계층 및
의료진을 위해 18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기브앤 레이스’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시민 참여

고성능 AMG 모델 4종 국내 최초 공개

방식을 다양화했다.

The new Mercedes-AMG A 35 4MATIC Sedan, The new Mercedes-AMG A 45
4MATIC+ Hatchback, The new Mercedes-AMG CLA 45 S 4MATIC+ Coupé Sedan 및
The new Mercedes-AMG GT를 선보였다.

7월 1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MG 스피드웨이에서 프리미엄 고성능 브랜드
Mercedes-AMG의 신형 모델 4종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선보인 모델은
편안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강의 주행 능력을 지닌 The new Mercedes-AMG
A 35 4MATIC Sedan, 탁월한 성능과 고카트에 가까운 주행 감각을 선보이는
The new Mercedes-AMG A 45 4MATIC+ Hatchback, 역대 가장 강력한 신형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한 The new Mercedes-AMG CLA 45 S 4MATIC+
Coupé Sedan, 그리고 레이싱 기술이 융합된 궁극의 스포츠카인
The new Mercedes-AMG GT로 올가을부터 국내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차세대 스타트업
성장 촉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6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서울특별시와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서울특별시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지원 기관과 기업은 홍보
및 업체 선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다임러 그룹의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올해 국내
최초로 개최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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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고성능 브랜드
Mercedes-AMG의
신형 모델 4종이 새롭게
선보이며 라인업이
한층 강화되었다.

FA C T 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언택트’ 서비스 경험 강화
6월 2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점검 시 필요한 다양한 절차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는 공식 서비스센터 24시간 온라인
예약, 담당자와의 실시간 소통 등의 다양한 기능이
담겨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태블릿 및 PC 등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kr)를 방문해
‘온라인 서비스 예약’을 클릭하면 된다.

The new EQC 400 4MATIC Premium 출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한 The new EQC 400 4MATIC Premium 출시.

6월 3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The new EQC 400 4MATIC Premium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 The new EQC 400 4MATIC Premium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통풍 시트를 기본 장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인 부메스터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해
공연장 같은 음향 효과를 즐길 수 있다. 현재 The new EQC는 정부의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국고보조금(630만 원)과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8,000만 원 초중반대에
The new EQC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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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쏘카와
업무협약 체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쏘카와

EQ 브랜드의 첫 순수 전기차
The new EQC 200대를 쏘카
차량 공유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쏘카는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를
공급해 친환경차 저변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The new EQC는
쏘카앱을 통해 서울, 경기 지역 내
150여 개의 쏘카존에서 쉽고 편하게
경험해볼 수 있다.

분당 백현 (031)779-7000 구리 (031)579-0970 김포 (031)991-9700 죽전 (031)786-6100 용인 수지 (031)290-3700 안양 평촌 (031)596-2600 고양 (031)96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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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청주 (043)299-9090 부산: 남천 (051)750-2800 감전 (051)323-3421 해운대 1688-2369
울산: 울산 1688-2369 제주: 제주 (064)800-9898

FA C T S

‘SUV의 S-Class’, The new GLS 공개
이전 대비 웅장해진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업그레이드된 편의성을 갖춘 The new GLS의 탄생.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플래그십 SUV GLS의 3세대 완전 변경 모델 The new GLS를 지난 5월
새롭게 선보였다. The new GLS는 감각적 순수미와 모던 럭셔리를 동시에 지닌 SUV로서 이전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60밀리미터 길어져 조화로운 비례미를 자랑한다. 내부에는 2열 시트에 컴포트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7인치 탈착식 MBUX 태블릿과 도킹 스테이션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다. The new GLS 580 4MATIC과 The new GLS 400 d 4MATIC 총 두 가지 모델이 있다.

New Network
용답 서비스센터 확장 오픈
국내 최초의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인 용답 서비스센터(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277)가 확장 오픈했다.
기존 2개 층으로 운영됐던 용답
서비스센터(한성자동차)는 총면적 약
1만7,713제곱미터, 지상 8층 및 지하
3층 규모로 확장돼 더욱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용답 서비스센터는
이번 확장을 통해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총 45개의 워크베이를
보유해 서울 지역 내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 중 최대 규모를 갖췄으며,
이로써 더 많은 고객들이 정기 점검 등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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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신규 캠페인 진행
6월 25일,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함께 더 건강하게’ 캠페인을 시작하며
취약계층 어린이 및 중증 환아들의 생활 방역을
돕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국내
다임러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해 300개의 감염
예방 키트와 응원 카드를 마련하고 아이들과미래
재단을 통해 전국 10곳의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RU N W I T H L OV E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쳐온 가수 션이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
행사에도 참여했다.

2020 GIVE ’N RACE Virtual Run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가
올해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비대면 참여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1만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메

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중증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의 의료비로 기부한다는 점에서 의미

이 해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

가 큰 행사이기도 하다.

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공식 출범한 이래 국내 3

개 다임러 계열사와 11개 공식 딜러사가 함께 참여하는 ‘메르세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달리기

스-벤츠의 약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쳐 왔다. 특히 이

다만 이번에 열린 기브앤 레이스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환경을

중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통해 기부를 실

고려해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대신 '버추얼 런'

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나눔 확산 캠페인으로, 2017년 ‘기

방식의 비대면 행사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 신청한 1만 명

브앤 레이스’ 달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기브앤 바이크’ 자

의 참가자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48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

전거 대회, 2019년 ‘기브앤 골프’ 골프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활

두기를 지키며 각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달리는 방식

동으로 확대되며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으로 진행한 것이다. 행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참가자들의 건강

올해도 메르세데스-벤츠는 기브앤 레이스를 시작으로 기브

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점이 버추얼 런의 핵심이다.

프로그램을 이어 나간다. 기브앤 레이스는 기부문화와 달리기를

행사 참가자들은 참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달리기의 재미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

더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GPS 앱인 스트라바(STRAVA)를 설

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을

치했다. 이 앱을 통해 참가자들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각

66

자 달리기를 하면서 행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에게
는 후원사 푸마가 제공하는 기념 티셔츠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더플백, 스포츠 마스크, 완주 메달로 구성된 기념품 패키지
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전 프로그램과 참가 접수 이벤트도 진행하여 참가 의
욕을 북돋웠다. 버추얼 런 행사에 앞서 진행한 사전 프로그램으
로는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쳐온 가수 션과 러닝 전도사로 이름
을 알린 안정은 씨 등이 6킬로미터 구간을 달리는 프랙티스 런이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
기브앤 레이스는 기부문화와 달리기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 대신 ‘버추얼 런’ 방식의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참가자들은
48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각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달렸다.

있었다. 그리고 참가 접수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러닝
아이템과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티켓 등 푸짐한 상품을 참가
자들에게 선사했다.

18개 국적의 다양한 연령대 러너 1만여 명이 참여
무엇보다 정해진 장소에 모이지 않고 진행돼 참가자들은 어느 때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었다. 덕분에 서
울 수도권 거주자와 전국 17개 시도의 거주자에 그치지 않고 해
외 여러 지역에서도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국적
은 18개에 이르렀고, 최연소인 생후 9개월 아기부터 최고령인 만

79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달리
기 축제임을 실감하게 했다.
달리기를 마친 뒤 스트라바 앱을 통해 확인한 참가자들의 기
록과 SNS에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기록
단위 수상자는 참가 구간인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21킬로미터
와 최장거리를 달린 참가자, 가장 빠른 기록을 낸 참가자를 선정
하였으며, 최연소 및 최고령 참가자, 최고 누적 상승 고도를 기록
한 참가자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참가
자 1만 명의 참가비와 추가 기부금을 합쳐 총 5억여 원에 이르렀
다.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은 모두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재
단 및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에 전달된다. 이로써 2017년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나눔을 함께한 참가
자는 5만여 명, 누적 기부금액은 27억여 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면서 나눈다는 메르세데스-벤츠 기브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번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을 통해 더 많은
동참과 더 뿌듯한 기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
회적 여건에 발맞춰 나눔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선보

버추얼 런을 통해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기브앤 레이스
참가자들.

인 이번 행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
공헌위원회는 ‘제5회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의 성공적인 개최
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나눔 실천의 장을 만들고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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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 T S

Digitalized loyalty program:
Mercedes me Car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새로운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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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0년 10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오너들을 위한
로열티 카드 ‘메르세데스카드(MercedesCard)’가 디지
털 앱카드로 새롭게 출시된다. ‘메르세데스 미 케어(Mercedes me Car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뒤 등록 절차를 거치

예정이다. 특히, 전시장 방문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했던 시

면 메르세데스카드 앱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승 신청이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출장 세차 및

이용할 수 있다.

일일 기사 서비스 등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각종 이벤트 초청 및 제휴사 혜택
을 비롯해 고객의 이용 패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통
해 차량 관련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을
통해 제휴 혜택 이용은
물론 세차, 일일기사,
대리기사 서비스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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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 TA L SE RV ICE

Digital solutions
for premium
customer services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는 우
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
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접촉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
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았지만,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는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를 넓히되 심리적 거리는 좁히려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새로운 개념의 고
객 서비스를 개발해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Digital Service
Drive)’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름처럼 차량 점검
때 필요한 여러 절차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는 온라인 예약, 소비자와 서비스센
터 사이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소비
자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24시간 예약 접
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4시간 온라인 예약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정기점검, 타이어 교체, 리콜 및 무상 수리가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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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비스센터에서 마이 서비스나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항목도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센터에 예약 접수를 하면 담당자는 접수한 사항을 바
탕으로 스마트폰 SMS를 통해 차량의 상태와 점검 내용 등 정보
를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된다.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이
렇게 소비자와 소통하며 확인한 정보를 태블릿 PC에 설치된 디
지털 작업 준비서에 입력해 테크니션에게 전달하고 테크니션은
이를 바탕으로 차량을 점검하게 된다. 진행 상황 역시 단계별로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모든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만큼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
평소 바쁜 업무 탓에 차량 점검 서비스를 차일피일 미뤄온 메르세
데스–벤츠 소유자 A씨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 이
용 과정을 살펴보자.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에 관한 뉴스를 접
한 A씨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예약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가까운 공식 서비스센터를 검색해 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을 확인해 예약을 잡는 과정은 간단한 입력
만으로 끝날 만큼 손쉬웠다. 서비스센터의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도 접수가 이루어져 이튿날 곧바로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위한 SMS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었다.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Digital Service Drive)’는
차량 점검 때 필요한 여러 절차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 서비스 솔루션이다.

서비스 담당자와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고 관련된 질문과 답
변을 주고받는 것으로 차량 점검 준비가 끝나고, 픽업 & 딜리버
리 서비스를 통해 차를 전달하고 받기로 했다. 입고 시점부터 점
검 시작, 수리 진행 상황, 작업 완료, 출고 등 중요 안내 사항 역시

있다. 현재 전국 11개 딜러사의 59개 전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이

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A씨에게 전달되었다.
덕분에 A씨는 평소와 같이 업무에 열중하면서도 손쉽게 차

플랫폼은 차량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

량 점검을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는 서비스 절차 전반을

차량 이용 서비스도 디지털화된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소유

비대면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한 소비자들은 올해 안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태블릿, PC 등
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mercedes–
benz.co.kr)에 접속해 ‘서비스’ 메뉴의 ‘온라인 서비스 예약’을 클

한다.

세차, 대리운전 예약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은 물론, 멤버십을 통해 제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는 모바일 멤버십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은 물리적 거리를 넓히되 심리적 거리

릭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미리 메르세데스 미

는 좁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 서로

(Mercedes me) 서비스에 가입해 보유한 차량 정보를 입력해두

의 눈빛과 몸짓을 느끼며 소통할 수 없다면, 제한된 환경 안에서

면 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다.

감정과 진심을 더 뚜렷하게 전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구매, 관리, 이용

수준 높은 서비스는 비대면으로도 계속된다

등 차량 경험 전반에 디지털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를 비롯해 소

새로운 시대에 맞춰 고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가 있

비자가 경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욱 편리하면서도 친

있다. 이미 세일즈 영역에서는 지난해 4월에 도입한 통합 디지털

밀함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마음의 거리

세일즈 플랫폼인 세일즈 터치(Sales Touch)가 폭넓게 활용되고

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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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M PA I G N

Classic Campaign
유난히 긴 여름 장마 끝에 가을이 찾아왔다. 올가을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출고 후 4년 이상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클래식 캠페인에 참여해보자. 무상 점검과
부품 할인 혜택으로 기분 좋게 새 차 같은 느낌을 되살릴 기회와 더불어 유용한 사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울 것이다.

이루어진다. 기간 중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캠페인
에 참여하면 기본적인 정비 및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무
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고, 각종 순정부품(엔진오일 및 타
이어 제외) 및 모든 액세서리와 컬렉션 제품을 할인된 가
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우선 2016년 9월 이전 등록 차량(마이바흐 W240
차량 제외)을 보유한 고객이 클래식 캠페인을 이용할 경
우 가을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엔진오일, 트랜스미
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
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벨트류, 배터리 등에 대한 무
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장착 대상
에 해당하는 차량 보유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디지털 어
시스턴트를 장착해주며, 클래식 캠페인을 이용하는 장
기 보유 고객을 위해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
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
증 테크니션이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제조된 뛰어난 품

올

질의 순정부품과 최신 공구 및 장비만을 사용하여 작업
해는 유난히 여름 장마가 길었다.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소중한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 그랬겠지만 자동차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도움이 된다.
이번 클래식 캠페인을 통해 차를 건강한 상태로 유

했을 것이다. 더위도 한풀 꺾인 상쾌한 가을을

지한다면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맞아 차량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때다.
특히 출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차량이라면 종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 캠페인은 9월

합적인 점검과 정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메르세데스–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벤츠 코리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출고 후 4년 이상이 된

추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안전한 드라

획이다. 점검을 예약하고 싶은 고객은 메르세데스-벤츠

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 캠페인을 마련했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 앱의 온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매년 가을 실시해 온 클
래식 캠페인은 출고 후 4년 이상이 된 차량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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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바로가기

서비스 예약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서비스센터 방문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COLLEC TION

Mercedes-Benz Classic Collection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와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클래식 컬렉션. 레트로 디자인과 중후한 색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으로 올가을 스타일 감성에 깊이를 더해보자.

헤링본 블랭킷
다크 브라운 컬러와 오프
화이트 배색의 헤링본
직조가 고급스러운
면 소재 블랭킷.
B66041560 /
16만7,200원

클래식 브라운 위켄드 백
최상급 그레인 소가죽으로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스러운 광택과 깊은 색감이 멋스러운
브릭스(BRIC’S) 컬래버레이션 여행 가방과 룩색.
여행 가방 B66042011 / 105만2,700원
룩색 B66042013 / 68만2,000원

헤링본 쿠션

메르세데스 레터링 키링, 골드 컬러

다크 브라운 컬러와 오프 화이트 배색의
헤링본 패턴과 1926년 빈티지 스타
로고가 프린트된 쿠션.

메르세데스-벤츠 빈티지 레터링과
스와로브스키 스톤으로 장식한 로고
참이 돋보이는 키링.

B66041561 / 6만1,000원

B66041518 / 8만9,800원

클래식 브라운 컴팩트 우산
다크 브라운과 브론즈 컬러의
매치가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내는 하이 퀄리티 클래식
브라운 컴팩트 우산.
B66041681 / 17만9,300원

진델핑겐 키링
2개의 빈티지 스타 로고로 구성된
골드 도금 브라스 소재 키링.
B66041523 / 5만3,800원

클래식 브라운 남성 오토매틱 시계
브라운과 브론즈 컬러의 매치, 타공 디자인
스트랩 등 세련된 중후함과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클래식 오토매틱 손목시계.
B66041677 / 159만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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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판매처
www.benz-collection.com
02-3673-2216 또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Mercedes-Benz Bluetooth® Head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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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your benefit,

MercedesCard

MercedesCard
Membership

Mercedes–Benz
Benefits

Exclusive
Invitation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를 통해

메르세데스카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구매하시고 현재

특별한 브랜드 경험과 다양한 혜택을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께만 발급하며

선사합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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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자 명의

메르세데스카드 보너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또는 실소유자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법인의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10%
할인 쿠폰 제공

경우 법인 내 실사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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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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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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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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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Travel

준오헤어 10% 할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네스트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카펠리니 10% 할인

대한항공 18개 노선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Sports

동화면세점 5만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라한셀렉트 경주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10%, 부대시설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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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트빌라스 제주 객실 이용 시 웰컴 어메니티 기프트 증정 및 롯데스카이힐 제주 CC
그린피 20% 할인

브룩스 전국 매장에서 20% 할인

롯데호텔 롯데호텔 서울, 월드, 울산, 제주 객실 15~25% 할인 및 식음업장 10% 할인

쿨클럽스 골프 피팅 솔루션 1회 무료 및 10% 할인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10% 할인

CEO골프교육원 경희대 CEO골프최고위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시그니엘 시그니엘 서울, 부산 객실 5~25% 할인

Entertainment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식음료장 10% 할인
현대백화점 DUTY FREE 시내점용 H선불카드 3만원 증정 및 멤버십 골드 등급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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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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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 & Cafe

Lifestyle

더 키친 살바토레 10% 할인(단, 음료와 주류 제외)

계절의 맛 10% 할인

Living &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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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요 광주요 15%, 화요 10% 할인

싱카이 1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디밤비 온라인 몰에서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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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움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이사벨 더 부처 스테이크 메뉴 10% 할인

미마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제일제면소 15% 할인

아이큐에어 공기청정기 및 필터 20~3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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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권 제공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20~30% 할인

Healthcare

(반일권 기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솔가 비타민 전국 직영 매장에서 20% 할인(단, 온라인 구매 제외)

한사토이 10% 할인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홍혜전 루브르네프 가족 사진 촬영 시 20% 할인 및 소가족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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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원 상당) 무료, 루브르쁘띠 이용 시 아기·가족 사진 20% 할인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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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Partnership Places
주목해야 할 메르세데스카드 제휴사!
메르세데스카드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10% 할인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는 1,700개 객실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내 최초 호텔 플렉스입니다. 고층 타워 3개 동이 이어져 용의 모양을
형상화한 서울드래곤시티는 그랜드 머큐어와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과
이비스 스타일 등 프랑스 아코르호텔 그룹의 4개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미팅 및 컨벤션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스카이킹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우대 요금 제공
· 그랜드 머큐어: 수페리어 스위트룸, 디럭스 스위트룸
· 노보텔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룸, 디럭스 스위트룸
· 노보텔: 디럭스룸
· 이비스 스타일: 수페리어룸, 주니어 스위트룸
식음업장 10% 할인
· 그랜드 머큐어: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 노보텔 스위트 & 노보텔: THE 26, 푸드 익스체인지, 메가 바이트
· 이비스 스타일: 인 스타일, 알라메종 델리
· 스카이 킹덤: 킹스 베케이션, 더 리본, 스파이 앤 파티룸, 스카이 비치
* 단, 음료, 주류, 리테일 상품 및 프로모션 상품은 제외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02-2223-7000, www.seouldragoncity.com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20~30% 할인
키자니아 서울은 국내에 처음 문을 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이자,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입니다. 국내 최고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아이들을 위한 필수 체험 교육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키자니아 부산은 총면적 9917.36m2 규모에 50여 개
체험시설을 갖추어 60가지 이상의 직업체험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키자니아 부산은 ’레이스 트랙’,
‘스포츠 중계센터-야구선수’, ‘보트 조종 스쿨’ 등 기존
키자니아 서울에 없던 체험시설을 신설하며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키자니아 서울 및 부산 1부(5시간권) 이용 시 20% 할인,
2부(오후권) 이용 시 30% 할인 혜택 제공.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 현장 발권만 가능하며 발권 시 메르세데스카드와 신분증
확인 필요.
* 반일권 기준으로 종일권은 혜택 적용 불가.
* 중복 할인 및 할인상품 할인 불가.
1544-5110, www.kidzan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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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국 매장 20% 할인
브룩스는 1914년에 설립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미국 러닝 전문 브랜드입니다. 미국 러닝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톱3 기능성 러닝화 브랜드로 꼽힐 만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너들이 더 오래, 더 멀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돕는 혁신적인 기어 개발을 통해 모든 이들이 러닝을 즐기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브룩스가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입니다.
1599-0007, www.ssfshop.com/BROOKS

퍼밀과 함께하는

KALPAK 프리미엄 푸디 투어 (강레오 셰프편)
해외로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
유명 셰프와 숨은 명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전통 한옥 리조트로 달래보는 건 어떤가요?
국내 최고급 럭셔리 여행 브랜드 KALPAK이 스페셜티푸드 플랫폼 퍼밀(permeal)과
함께 준비한 프리미엄 미식 여행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항공 프리미어 여행브랜드_KALPAK

www.kalpak.co.kr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 6층 Tel/ 02-72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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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객실 이용 시 할인
시그니엘은 당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최상의 퍼스널 서비스와 함께 럭셔리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삶이 선사하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곳, 시그니엘에 머무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객실: 일자별 최적가 기준 5~25% 할인
· 시그니엘 서울: 3박 미만 15%, 3박 이상 25% 할인
· 시그니엘 부산: 3박 미만 5%, 3박 이상 13% 할인
(단,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을 위한 시그니엘 객실 예약 링크를 통해서 객실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 객실 예약: https://bit.ly/2YleaAF )
* 타 할인 혜택, 프로모션, 호텔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
시그니엘 부산

www.lottehotel.com

롯데호텔
객실 및 직영 식음업장 이용 시 할인
롯데호텔은 섬세하고 품격 있는 시설과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에게 변함없는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삶을 즐기는
당신의 여유와 자긍심에 걸맞은 세심한 서비스로 배려와 감동을 약속합니다.
객실: 일자별 최적가 기준 10~25% 할인
· 롯데호텔 서울, 월드, 울산: 3박 미만 15%, 3박 이상 25% 할인
· 롯데호텔 제주: 3박 미만 10%, 3박 이상 25% 할인
(단,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을 위한 롯데호텔 객실 예약 링크를 통해서 객실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 객실 예약: https://bit.ly/2YleaAF )

롯데호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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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 롯데호텔 서울: 피에르가니에르서울, 무궁화, 모모야마, 도림, 라세느,
페닌슐라라운지앤바, 델리카한스
· 롯데호텔 월드: 도림, 라세느, 라운지앤브라세리, 델리카한스
* 단, 미니바, 룸서비스, 연회,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할인 제외
* 타 할인 혜택, 프로모션, 호텔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
www.lottehotel.com

라한셀렉트 경주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부대시설 이용료 할인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라한셀렉트
경주’는 라한호텔 내 최상위 브랜드입니다. 총 430개의 객실과

메르세데스카드 고객센터

뷔페 레스토랑, 연회장, 피트니스 시설, 키즈라운지는 물론
200평대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북스토어&카페와 셀렉트 다이닝,

02–46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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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수영장까지 마련되어 완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객실: 전 객실 타입 일자별 최적가 기준 우대 요금으로 객실 제공
· 주중(일-목), 주말(금): 10% 할인(최적가 기준)
· 공휴일, 성수기, 주말(토): 5% 할인(최적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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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업장: 더플레이트 10% 현장 할인
(단, 주류, 룸서비스, 연회 제외. 타 할인 및 제휴 중복 할인 불가)
부대시설: 사우나, 실내수영장, 키즈라운지 ‘원더랜드’ 50% 할인
1644-8005, www.lahan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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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한셀렉트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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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00,000
55, 100,000
60,600,000
86,600,000

E 220 d AV
E 220 d 4MATIC EX
E 250 AV
E 300 AV
E 300 4MATIC EX
E 300 4MATIC AMG Line
E 300 e 4MATIC EX
E 450 4MATIC EX

69,200,000
74,400,000
63,600,000
77,000,000
82,800,000
82,900,000
84,400,000
10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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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AMG E 63 4MATIC+

155,800,000

134,200,000
S 350 d 4MATIC AMG Line
151,000,000
S 350 L
172,700,000
S 450 4MATIC L
199,400,000
S 560 e
208,300,000
S 560 4MATIC L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244,600,000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Monaco”

243,800,000
28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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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100,000
287, 100,000
293,000,000
293,000,000
293,000,000
317,500,000

Compact Car
A 220 Hatch
A 220 Sedan
A 250 4MATIC Sedan

38,500,000
39,300,000
46,200,000

CLA 250 4MATIC

54,500,000

SUV
GLC 300 4MATIC
GLC 300 4MATIC Premium
Mercedes–AMG GLC 43 4MATIC

Dream Car

A 220 Hatch

60,600,000
C 200 Coupé
65,000,000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43 4MATIC Coupé 91 ,700,000
139,000,000
Mercedes–AMG C 63 S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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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00,000
80,300,000
96,900,000
10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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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900,000
224,700,000

EQC

71 , 100,000
78,500,000
96,900,000

GLE 300 d 4MATIC
GLE 450 4MATIC

92,700,000
116,400,000

GLS 580 4MATIC

162,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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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기준.

75,400,000
GLC 300 4MATIC Coupé
82,000,000
GLC 300 4MATIC Coupé Premium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98,500,000
Mercedes–AMG GLC 63 S 4MATIC+
129, 100,000
Coupé
87,700,000
10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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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00,000
12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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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200,000
247,400,000

EQ
EQC 400 4MATIC
EQC 400 4MATIC edition 1886
EQC 400 4MATIC Premium

95,500,000
101 ,400,000
101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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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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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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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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77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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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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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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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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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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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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