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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in performanc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이사 사장이 한국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

매하며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AMG 시장임을 입증했습니다.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다양한 AMG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AMG 서울은 국내 최초
이자 전 세계 여섯 번째의 AMG 전용 브랜드 센터로, 한국은 이번

AMG 서울의 론칭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AMG 브랜드를 적용한 레
이싱 트랙인 ‘AMG 스피드웨이’와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이어
AMG 전용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로 우뚝 섰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AMG 서울은 1층에 메르세데스-AMG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비롯해 2층에는 전시 및 게임 존 등이 있어 메르세데스-AMG 브랜
드를 다채롭게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관 기념으로 붉은
돼지(Red Pig)로 불리는 AMG의 기념비적인 모델 AMG 300 SEL
6.8 L과 F1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이프티 카로 불린 AMG GT R F1
Safety Car를 독일 아팔터바흐에서 직접 공수해와 전시해 국내 고
성능차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드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고성능차만큼 전기 모빌리티도 앞서 나가
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1 IAA
모빌리티’에서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를 주제로 메
르세데스-EQ, 메르세데스-AMG,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등 브랜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
다. 그중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가 더 뉴 EQS에 이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두 번째 모델로서 많은 관심을 받

아

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

았습니다. 향후 메르세데스-벤츠는 2022년까지 전 세그먼트에 순

다. 지난 여름 호 매거진을 내며 인사를 드린지 얼마 되지 않

수 전기차를 보유하고, 2025년까지 새로 출시되는 세 가지 자동차

은 것 같은데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10월이 되었네요.

의 아키텍처는 전기차 전용이 될 것이며, 2030년까지 전체 차종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는 고객 여러분의 변치 않은 지지와 애정 덕분에 수입차 시장의 리더
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열정을 새로 느낄 공간을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고성능 브
랜드인 메르세데스-AMG의 전용 브랜드 센터 ‘AMG 서울’을 드디
어 오픈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AMG는 1967년 창립자인 한스 베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여섯 번째로,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를 경험해볼 수 있는
메르세데스–AMG 전용 브랜드 센터
‘AMG 서울’을 오픈했습니다.”

르너 아우프레흐트와 에르하르트 메르허가 메르세데스-벤츠를 위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메르세데스-벤츠는 늘 끝없는 혁신과

한 고성능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메르

열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메르

세데스-벤츠는 2005년 AMG를 인수해 그동안 수많은 고성능 라

세데스-벤츠는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를 포함한 모든 서

인업을 선보였는데, 당사의 포뮬러원 팀의 챔피언십 우승에도 크게

브 브랜드에서 전동화를 이루어내며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할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메르세데스-AMG 차량을 약 5,000대 이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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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전기차로 전환할 원대한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행보에 큰
지지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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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제로: 더 뉴 EQA

Mercedes me
Digital Magazine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을 이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PC, 태블릿 PC, 모바일로
편리하게 최신 매거진과 과월호를 만나보세요.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기술과 신차를
비롯해 가장 최신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소식이 가득합니다.
Website
www.mercedes-benz.co.kr

MERC E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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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스러운 섬의 풍경과 어울리는 더 뉴 S–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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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 R T

“Mind and body
must be at one”
웨이크보드 월드 챔피언
샌느 메이어(Sanne Meijer)가 멋진
공중회전을 선보인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이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웨이크보드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제 인생 그 자체예요. 보드를 타는 그 순간
르며 날아오를 때 특별한 자유로움을 느
껴요.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죠. 제가 열
살 때 친구 소개로 웨이크보드를 처음 접
했어요. 몇 번 타보니 너무 재밌더군요. 그
래서 부모님께 이제부터 승마 대신 웨이크
보드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웨이
크보드를 타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존감도 올라갔어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거나 지상의 장
애물을 뛰어넘는 고난이도의 도전 앞에서
는 생각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
럴 때는 ‘일단 그냥 해보자’라고 마음먹어
요.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믿으니까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오프로더 EQC 4x4²와
함께한 샌느 메이어의 동영상을 감상해보자.
mbmag.me/wak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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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전히 즐기려고 노력해요. 허공을 가

MY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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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POSITION

Can technology teach us how
to be more empathetic?
Yes, if we use it the right way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술을 바르게 활용한다면
물론 가능하다. 노마 데섹(Norma Deseke)과 크리스찬 셰린(Christian Cherene)은
비어나더랩(BeAnotherLab)의 공동 창업자다. 두 사람은 남의 몸으로 바꿔 살아보고 싶은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VR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완벽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인터뷰: 줄리아 멩겔러(JULIA MENGELER)

상대방의 몸과 바뀌는 체험이 가능한 신체 변환 VR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타인이 될 수 있
는 기계(The Machine To Be Another)’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크리스찬: 말그대로 VR 시스템이죠. 음성 명령을 사용하거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모두 작동이 가
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VR 헤드셋에 4D 극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했습니
다.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기능도 적용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체화 화법(Embodied Narratives)’
입니다. 두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스토리를 풀어가는 화자의 역할을 맡
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몸이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과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서로가 정확하게 똑같은 동작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한 손을 뻗어서 실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만
져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지켜본다는
게 기존과 달라진 점이죠.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으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원리예요.
진행한 작업의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노마: 우리는 신경과학 분야의 기술을 차용했습니다. 신체 체화와 관련한 연구는 1998년에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어요. 연구 초기 과학자들은 의수를 이용해 체화 감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손에서 시
작해서 전체 몸으로 서서히 발전시켜 나갔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만약 우
리가 다른 사람의 신체로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실제 우리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까?’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연구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노마: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부
인하는 이 실험이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부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타 인종
과 소수자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사람이 흑인 여성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
편견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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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 주변 환경은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흔히 보고 접하는 대상은 그대로 둔 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About BeAnotherLab

통해 다시 그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가 개발한 특별한 기술이죠.

노마 데섹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사회
인류학자이다. 크리스찬 셰린은
인지과학 시스템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야에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크리스찬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지역에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비어나더랩(BeAnotherLab)을 설립했다. 여기
근무하는 8명의 수석연구원들은 기술과 인문학
간의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또한 전 세계 전문가들과 유수의
연구기관과도 끊임없이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beanotherlab.org

크리스찬: 우리가 변화를 준 유일한 요소는 시각적 배치예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했
죠. 다른 모든 감각들은 이전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는 주로 오감을 통해 주
변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을 취한다고 여기는데요. 사실 우리는 오감 이외에도 더 예민한 다른 감각들
을 함께 활용해요. 또한 감각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긴밀하
게 상호작용을 하고 하나의 총체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복화술 효과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마
이크를 착용하고 단상에서 연설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다고 착각하
지만 사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타인이 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할 당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죠?

크리스찬: 처음에는 단순 연구 목적이었어요. 개발자들이 가지는 호기심 같은 거라 명확한 목표나 개
발 일정 등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죠.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
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편견과 가치관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몸에 갇힌 틀에서 벗어나 생소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
람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노마: 지금부터는 VR 시스템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활용 방식과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술을 본인들의 업무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업 요청을 받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의 지원하에 파리에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어
요. 목표는 난독증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실제 교육 환경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체험해보는 것이었죠. 현재의 교육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나요?

크리스찬: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유러피언 스타트(European Starts) 네트워크와 공동 작업
을 진행 중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
발을 위해 VR 시스템에 예술 분야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돌아
보게 된다는 우리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남들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까 고민하게 되죠.
향후 사회문화적 행동 양식을 개선하는 데 이 기술이 기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크리스찬: 기술은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다만 시스템 자체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생각해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것 모두 지양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작

ILLUSTRATION BLUSH DESIGN

동하더라도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기술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하
고 발전시켜야 하죠. 지금부터 이 작업을 본격화하는 게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다
양한 시각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마: 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듣지만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더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크리스찬은 최대한 많은 의견과 다른 관점들을 기
술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강조해 왔지만요.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
리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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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아이엠은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이자 음악감독으로 빌보드차트 정상을
수차례 차지했다. 현재 그는 음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윌아이엠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경이로운 만남.
글: 알렉스 스톨츠(ALEX STOLZ) 사진: 메르세데스–AMG(MERCEDES AMG)

CREATIN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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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윌아이엠은 빠르게
달리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갖길 원했다.
성공한 이후 그는 여러 대의 슈퍼카를
보유함으로써 오랜 꿈을 이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슈퍼스포츠카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했다.

10

대의 윌리엄 아담스(William Adams)에게 슈퍼카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는 집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보
일하이츠(Boyle Heights)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버스를

타고 항상 서부 지역의 부촌을 지나치곤 했다. 그와 형 칼(Carl)은 창밖
으로 보이는 멋진 자동차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어른이 되면 저 차들을
꼭 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리고 소년은 이제 현존하는 가
장 성공한 뮤지션 윌아이엠이 되어 꿈을 이뤄냈다.
뮤지션을 향한 윌아이엠의 꿈은 힙합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
다. 1988년 그는 친구들과 함께 랩 그룹을 결성해 공식적으로 첫 무대
를 가졌다. 그의 나이 겨우 13세였다. 그리고 불과 수년 뒤 그의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Black Eyed Peas)’가 앨범과 싱글 모두 음악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윌아이엠은 단숨에 성공한 음악 프로듀서
및 작곡가로 유명세를 얻었다.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그래미를 수상
한 경력이 그의 화려한 성공을 입증한다. 저스틴 비버, U2, 레이디 가가
등 수많은 유명 뮤지션이 그와 함께 작업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빌보
드차트를 장악한 다수의 뮤지션이 윌아이엠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윌아이엠에 대해 대중이 모르는 사실도 있다. 그는 음악 분
야뿐 아니라 항상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는다는 것이
다.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좀 더 쓸모 있는 인간이 되
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는 없을까?’ 등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사실 음악 작업 자체가 그렇죠.
항상 상식적인 선을 지켜야 하고 사운드의 완벽한 조화를 찾아내야 하
니까요.” 힙합 음악은 윌아이엠이 처음으로 그의 천재성을 발휘한 분
야다. 그러나 그의 창의력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첨단
기술과 자동차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윌아이엠은 직접 디자인한
첫 자동차를 ‘더 몬스터(The Monster)’로 부르며 커다란 애정을 쏟아
부었다. 첫 작품인 슈퍼카는 윌아이엠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뛰어난 독창성을 자랑한다. 그가 영감을 받은 기존 클래
식카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계기판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모델이 시장에 선보이기 훨씬 전부터 그는 본인
의 차에 아이패드를 장착해 개조한 경험도 있다.
윌아이엠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즐기고 자동차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하다. 그러
한 이유로 그는 메르세데스-AMG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AMG는
열정을 상징하죠.” 열정은 그에게 현재에 안주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혹은 불가능하다고 치부한
것을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메르세데스-AMG 공식 유
튜브에 새롭게 선보인 ‘AMG 언커버드(AMG Uncovered)’의 첫 번째
손님으로 윌아이엠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상에서 그는 메르
세데스-AMG GT C 모델의 개선 방안에 대해 평소에 생각했던 여러 아
이디어를 공개했다. 또한 그가 디자인하게 될 모델명도 발표했다. 바로
‘윌아이에이엠지(will.i.amg.)’다.

16

Merecedes-AMG GT C Roadster
최고출력(ps/rpm): 557/5750-6750
최대토크(kg.m/rpm): 69.3/2100-5500
가속력(0→100km/h): 3.7초

Merecedes-AMG G 63
최고출력(ps/rpm): 585/6000
최대토크(kg.m/rpm): 86.6/2500-3500
가속력(0→100km/h):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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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아이엠의 작업실 앞에 늘어선 그의 자동차
컬렉션: 메르세데스-AMG의 오랜 고객인
그는 메르세데스-AMG GT C와 G 63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에 눈에 띄는 자동차는
윌아이엠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차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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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아이엠은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천재
뮤지션으로, 그리고 동시에 유능한
음악 프로듀서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감의 원천
호기심과 창의력은 윌아이엠을 아티스트로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이
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역량을 키워왔다. 윌아이
엠 형제는 어린 시절 가난한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싱글맘 가정에

그가 설립한 아이엠에인절 재단(i.am.angel
Foundation)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수천 명이 재단의 혜택을 받았다.

서 자랐다.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모
두 동부 부촌에 위치한 학교에 보냈다. 어머니의 결정은 탁월했다. 윌
아이엠은 학교에서 인정과 격려를 얻었고 여러 지원을 통해 더 큰 목
표를 수립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영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결과적으

스스로 디자인한 마스크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있는 윌아이엠. 그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보람을 느낀다.

로 그가 어릴 때 꿈꿨던 많은 일이 실제로 이뤄졌다. 먼저 뮤지션으로
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으며, 음악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후 새
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회사 ‘아이엠플러스(I.am+)’를 설립했
다. 그의 야망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절대 지치지 않
고 더 많은 성과를 내놓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유튜브에 연재 중인
‘AMG 언커버드(AMG Uncovered)’에서
윌아이엠의 멋진 차고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윌아이엠은 그의 출신과 혈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지진해일의 피해자를 돕는 데도 앞장
섰다. 이를 계기로 자신의 가족들이 생활했던 동부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지 못하
고 잘못된 판단력을 지니게 되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이 불러온 지진해일이 어떤 자연재해보다 위협적이에
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지역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
죠.” 이런 생각의 결과로 그는 지역 내 어린아이들이 대학과 직업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 일반적인 부양
과 사회적 관심이 중단되는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양한 재정 지원과 멘토링, 교육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게 그 목표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2012년 총

6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고 브라운, 다트머스, 스탠퍼드, UCLA 등의 우수
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윌아이엠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철
학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인생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가 직접 디자인한 코로나19
마스크를 들 수 있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공기 필터 기능뿐 아니라 마
이크와 뮤직 플레이어 기능을 장착해 음악가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뿐
아니라 그의 창작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낙관주의는 전염성이 강
했다. 윌아이엠은 자신이 시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끌
어들였다.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부터 음반
제작에 참여한 유명 뮤지션까지 그 대상도 다양했다. 사실 그의 열정
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윌아이엠은 절대 제자리에 안주하지 않
는다. 다음 기회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 기
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해결책이 떠
오르지 않으면 그는 차에 오르곤 한다.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하죠.”
메르세데스-AMG GT C의 강력한 엔진이 내는 경쾌한 소리에 맞춰 그
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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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ant to
create something
for people.
Something that
they like to look at,
like to touch.
Something they
really love”
“바라보게 되고, 만지고 싶은, 진정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스테픈 콜(Steffen Köhl)과 그의 팀은 메르세데스–EQ 모델 제품군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다. 메르세데스–EQ 모델은 순수 전기차로서 미래지향적 사고와
책임감이 결합되어 있다. 아울러 디자인은 진보적이고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긴다.
글: 줄리아 멩겔러(JULIA MENGELER) 사진: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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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블랙 패널 전면부는 스테픈 콜과
그의 팀이 디자인한 메르세데스-EQ 모델들의
개성 있는 얼굴이다.

디자이너들이 F 015로 표현한 미래는
이제 MBUX 하이퍼스크린을 갖춘 EQS의
실내에서 현실이 되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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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는 것.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말

답은 어제, 오늘 혹은 미래의

이죠.” 그런 사람들의 차. 그들이 탈 수

다. “그리고 여기 메르세데스-벤츠에

언젠가 등 우리가 질문을 하

있는 호화로움을 뜻하는 말이다.

서 저희는 다른 모든 브랜드가 할 수

는 정확한 시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럭셔리에 대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디

한 이런 다짐을 위해 ‘감각적 순수미

에 영향을 주죠.” 스테픈 콜의 설명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진델핑겐 본사의 디자이너

자인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메르세

(Sensual Purity)’라는 특별한 디자

들은 4개 국제 디자인 스튜디오와 함

데스-벤츠 선행 디자인 책임자 스테

인 언어를 개발했다. 그것은 메르세

께 메르세데스-벤츠와 그 하위 브랜

픈 콜의 말이다. 차는 미적이어야 하

데스-벤츠가 3개 하위 브랜드를 위

드인 메르세데스-AMG, 메르세데스-

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욕망을

해 자동차의 호화로움을 다시 생각

마이바흐 및 메르세데스-EQ를 위한

불러일으켜야 한다. “저희는 사람들

하고 디자인한 개념과 철학 뒤에 숨

혁신적 외부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을 위한 것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그

겨진 메시지다. “디자인은 전체론입

노력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말 그

들이 보기 좋아하고, 만지기 좋아하

니다. 자동차 안팎의 모든 세부 사항

대로 엔지니어들이 디자인한 자동차

EQ

F 015는 EQS 원보우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이었다. 전통적인 3분할 디자인은
역사 저편으로 남겨두었다.

에 알맞은 드레스를 만들고 있다. 그

박스 디자인에서 굴곡지고 더 유연한

모션(Luxury in Motion) 쇼카를 통

세데스-벤츠 디자인 철학이라는 우

기준이 되는 양식은 수십 년에 걸쳐

형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

해 전기차로의 진화에 시동을 걸었다.

주로부터 저희를 떼어놓지는 않습니

학습된 것이다. 앞쪽의 엔진, 뒤쪽의

고 있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는 원보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메르세

다. 오히려 저희는 이를 확장하고 싶

트렁크, 그 사이에 있는 운전석과 좌

우(one-bow) 디자인으로 알려진 것

데스-벤츠는 EQS를 선보인다. 메르

습니다.” 디자인 전략에 관한 스테픈

석들로 이루어지는 ‘3박스 비율’은 지

으로, 이상에 머물렀던 것이 뉴 EQS

세데스-벤츠가 IAA 2019에서 새로

콜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금까지 세단들이 전통적으로 바탕으

를 통해 처음으로 실제로 구현되고

운 자동차 미학으로의 문을 연 것은

EQS의 독특한 앞모습에서 차이점을

로 삼아왔던 것이다.

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물론 선행 디자인 부문의 연구 성과

확인할 수 있다. 라디에이터그릴은 이

그뿐만이 아니다. 스테픈 콜은

구조를 대신해 순수 전기 럭셔리 세

이기도 했던 비전 EQS를 현실적으로

제 구식이 되어가고 있고, 디자이너들

“진보성은 대상에 대해 급진적인 접근

단의 옆모습은 곡선을 따라 매끄럽

다듬은 모델이기도 하다.

은 그것을 헤드라이트 사이에 삼차원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

게 뻗어나가며 조화로운 면들이 하나

스타 패턴이 있는 짙은 검은색 표면인
체했다.

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비율로부

의 형태로 어우러진다. 콜과 그의 디

EQS는 S-클래스와는 정반대다.
“저희는 EQ 컨셉을 통해 시각적으로

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고전적 3

자인팀은 2015년에 F 015 럭셔리 인

저희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만, 메르

블랙 패널(Black Panel) 전면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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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 250

공기역학적으로 정제된 휠과
나선형 테일라이트가 LED 스트립 조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구조적 연합체는 조명 띠로 둘

복합연비(전기: km/kWh): 4.1
1회 충전 주행거리(km): 306
배터리 용량(kWh): 66.5
가속력(0→100km/h): 8.9초

즈골드 색 구리를 나타낸다. 실내에

든 버튼, 모든 핸들은 과거와 완전히

상징한다. 이는 메르세데스-EQ 서브

러싸여 있고 후면부도 마찬가지다.

표현된 의도적 대비는 외부의 감각적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제시하는 또 다른 약속이다.

수평 방향으로 뻗은 이 빛줄기는 EQ

인 넓은 면과 조명 처리한 띠의 시각

그러나 외부는 조각에 더 가깝죠. 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디자이너 스

디자인의 돋보이는 특징이다. 차를 돋

적 결합의 대위법을 보여준다. EQS

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

테픈 콜의 설명처럼 “여전히 감각적

보이게 만드는 데에는 빛과 색도 활

의 디지털 MBUX 하이퍼스크린(Hy-

이 더 적습니다.”

이고 감성적인 경험이어야 하고, 가벼

용한다. 디자이너들은 순수 전기 컴

perscreen)은 여러 실내 재질들의

디자이너들은 감성적으로 따뜻

운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이

팩트 SUV인 더 뉴 EQA*에 알맞도록

고전적 특성과 흥미롭고 진보적인 대

한 색과 기술을 상징하는 시원한 색

고 명쾌하며 스포티해야 하기” 때문

새로운 색 구성을 택했다. 로즈골드

조를 보여 준다. 장인정신으로 공들

들을 결합해 긴장감을 더하는 요소

이다. “전기차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색으로 칠한 세부 요소들은 전기 모

여 만든 흠잡을데 없는 품질의 가죽

를 만들었다. 믿기 어려운 이분법은

그리고 매혹적이어야 하고요.”

빌리티의 핵심 원료를 전면에 내세워

시트처럼 말이다. “디자이너들은 실내

그럼에도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전체

고귀한 분위기로 장식한다. 이것은 배

에서 재창조할 여지가 더 많다”고 스

를 이룬다. 색상들은 감정과 정신, 감

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로

테픈 콜은 이야기한다. “모든 기능, 모

성과 이성을 아우르는 감성적 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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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A를 통해

진보적인 디자인을
체감할 수 있다.

DESIGN

THE ART OF
CREATING
SOMETHING
NEW
수많은 스타트업과 예술가들이
알고리즘에 기반해 새로운
합성섬유를 찾아내고, 혁신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폐기물을 이용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신차를 디자인할 때 이와 같은
재활용 기반의 다기능 소재 활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중이다.
글: 안드레아 비에르, 헨드리크 라케베르크
(ANDREA BIERLE, HENDRIK LAK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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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부드러운 패브릭
여기 보이는 소재는 가죽이 아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미코(Miko)사가 개발한
친환경 초극세사 패브릭인 ‘다이나미카
(Dinamica®)’이다. 이 신소재는 페트병을
잘게 쪼갠 조각과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올해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일부 모델에 이미 도입됐으며 확대
적용을 위한 추가 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의 70퍼센트를 친환경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친환경 재생 소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스 안 작은 사진:
VISION EQS 쇼카의 인테리어)

새로운 관점이 열린다.
그 변화를 이끌 다양한 대체 소재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그중 몇 가지 제품은 이미 충분한 시장성이
입증돼 실제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에 적용되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 및 재료를 조달하는 데 있어 친환

라스틱은 화분, 쇼핑 카트, 의자, 자동차 부품 등 기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대

경적인 방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부분의 제품군에서 활용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AG의 기술진은 완전 재활

있다. 이러한 접근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기존에 우리

용이 가능한 UBQ 생산 소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시리

가 주로 활용하던 화석 원료를 대신할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자원은 무엇인가?

즈 생산 모델을 대상으로 한 초기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전해졌다.

승용차 부문의 경우 자동차 제작에 쓰이는 부품 및 부자재의 85퍼센트를 재

이탈리아 기반의 미코(Miko)도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다이나미카(Di-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생산 공정을 ‘부가 가치 체인(Valueadded chain)’에서 ‘부가 가치 사이클(Value-added cycle)’로 바꾸고 있다.

namica®)라는 합성섬유를 개발했다. 폐폴리에스터와 페트병 등을 잘게 부숴
알갱이로 가공해 실을 만든 다음 섬유로 직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섬유로 제

지속가능한 경영으로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과 다

작된 스웨이드 질감의 차량용 시트커버는 ‘더 뉴 EQC 400 4MATIC’ 등 다양

양한 협업을 통해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쓰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STARTUP
AUTOBAHN)’의 일환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연구개발 부서가 이스라엘 텔
아비브 기반의 친환경 스타트업 UBQ와 협업을 진행했다. UBQ는 일반 가정에

각을 불러일으킨다.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혁신 기술을 접목한
신소재를 사용한다. 특히 내구성이 강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고성능 불소수지

서 배출하는 재활용 불가 쓰레기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변환하는 데

나노섬유(PVDF)를 옷감으로 써서 자원 보존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점

성공했고, 관련 기술과 제품에 관한 특허 등록(UBQ™)도 마쳤다. “우리는 기존

이 인상적이다. 또한 그녀가 디자인한 옷은 지문 인식 방식에서 착안한 알고리

패션 디자이너 잉 가오(Ying Gao)의 작품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

석유 화합물을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수지를 친환경적인 열가소성 합성 물질

즘을 이용해 주변 환경 변화에 반응하도록 제작됐다. 이를테면 낯선 시선, 접촉

로 대체했어요. 모든 제품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막강한 기술이죠.” UBQ의 공

등이 감지되면 특수 제작된 패브릭에 불이 들어오며 옷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동 창립자이자 CEO인 타토 비기오(Tato Bigio)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것처럼 보인다.

망가진 장난감이나 남아서 버린 음식, 또는 더러운 일회용품이 식탁으로

“이번에 옷감으로 쓴 소재는 정말 가벼워요. 마치 공기를 가공한 듯한 느낌

새롭게 재탄생했다. 그의 네 살 아들에게 이러한 기술은 마치 마술 같아 보일 것

이 들 정도죠. 때로는 인간의 목소리로도 옷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다. 좀 더 자세히 기술 원리를 살펴보면 1단계로 쓰레기 매립장 대신 UBQ 공

잉 가오 교수는 자신의 작품이 공상과학 패션의 전형이라는 세간의 비평을 부

장에 들어온 쓰레기 중 유리와 금속 소재를 따로 분리해 재활용한다. 그리고 나

인하며 설명을 덧붙인다.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는 그녀의 옷은 우리가

머지 모든 쓰레기는 건조 과정을 거쳐 아주 잘게 분쇄한다. 이후 특허받은 변환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무수한 이슈와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공정을 거치면 플라스틱 생산용 열가소성 수지(가열하면 가공하기 연해져 쉽게

그녀의 마지막 패션쇼가 ‘가능한 미래(Possible Tomorrows)’라는 주제로 진

변형되지만 식으면 다시 굳어지는 합성수지) 알갱이가 만들어진다. 기존 플라

행됐다는 점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스틱 업체들은 별다른 설비 교체 없이 이 알갱이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또

점점 더 많은 제품이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는

한 UBQ가 만들어낸 합성 소재는 음식물과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소가 포함되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제품의 미학과 품

어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UBQ의 혁신적인 친환경 합성 플

질을 훼손하지 않는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날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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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의 멋진 변신

PHOTOS UBQ

이 알갱이들의 주요 성분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물 쓰레기, 폐장난감 등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 기반의
스타트업 UBQ는 가정용 일반 쓰레기를
바이오 플라스틱 알갱이 UBQ™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 새롭게 개발한
플라스틱 소재는 화분부터 의자
(박스 안 작은 사진 참고)까지 여러
제품에 활용 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으로도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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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기술을 만난 패브릭

PHOTOS MALINA CORPADEAN/YING GAO, MERCEDES-BENZ AG, SEBASTIAN BERGER

디자이너 잉 가오는 미래의 패션을 좀 더
예술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 프로젝트
‘시간을 거슬러(Standing Time)’를
준비하며 그녀는 주로 열가소성 불소
플라스틱 수지인 PVDF를 옷 제작에
사용했다. 이 패브릭은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낯선 것을 감지하면 움직이도록 제작됐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동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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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디자인에 적합한
소재를 찾을 때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기존의 디자인과
품질 기준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벨린다 귄터(BELINDA GÜNTHER)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자동차 외장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AG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개개인의 모빌리티 니즈와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나 크라헨브린-누어(JANA KRÄGENBRING-NOOR)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부문 내 지속가능성, 환경 및 에너지 관리 부서의 책임자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든 신차는 저마다 고유의 인테리어적인 특징이

“지속가능성은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시트의 형태나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모빌리티 니즈와 사회 구성원으로

내부 기기의 위치 등은 물론이고, 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재나 구성

서 가져야 하는 책임,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

요소까지 포함되죠. 자동차를 타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촉을 떠올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배기가스 배출 감

리면 이해하기 빠를 거예요. 우리는 보고 만지는 경험을 차별화할 수 있

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앰비션 2039’를 선언하고, 향후 이를 달성하

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인테리어는 고객에

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첫 번째로 2022년까지 전 세계

게 재미와 더불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해요. 우리 팀의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의 탄소중립화를 실천하고, 2039년까지

주요 역할은 이런 요소들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친환경 소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

다. 이를 위해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소비자 판매, 그리고 최종 폐기에

고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놀랄 만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해서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 주기를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우리는 초기 자동

우리는 늘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친환경

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천연 소재와 재활용 자원

기술 및 신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늘 부단한 노

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재활용 플라스

력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에 디자이너

틱 및 그 사용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일

로서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향후 개발될 자동차 모델에 이런 소재를 어

부 모델에 100여 개 이상의 재활용 부품을 적용했어요.

디까지 적용해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원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하다 보면 기존 업무 방식에서 벗어

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배터리 제작, 재사용 및 재가공 프

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항상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다른 방

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죠. 자원 절약 기술 개발을 위해

식으로 적용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메르세데

다양한 스타트업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메

스-벤츠 AG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디자인과 품질 기준을 해치지

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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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60여 년에 걸쳐 나온 여섯 대의 클래식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들을 아래쪽에서 촬영해봤다.
이 차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답은 46페이지에서 확인하자.
글: 토마스 기제펠트(Thomas Giesefeld), 외르그 호이어(Jörg Heuer) 사진: 클라우스 바클(Claus Bachl)

개조한 스페이스 프레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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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 연결점을 낮추고 상쇄 스프링을 단
싱글 조인트 스윙 액슬

토니 커티스, 글렌 포드, 클라크 게이블 같은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저를 몰고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달렸습니다.
제 모델 이름은 ‘초경량(super-light)’이라는 뜻이에요. 참 쉽죠?

차체 형태: 로드스터
배기량: 2,996cc
최고출력: 158kW(215마력)
최고속도: 시속 250km
생산기간: 1957~1963년
생산대수: 1,858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기본형 도어

직접 가솔린 분사 장치

건식 강제 윤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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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프 스프링

드럼 브레이크

리지드 액슬

제 형제들과 저는 1928년부터 1932년 사이에 산악도로 자동차
경주에서 활약한 ‘힐클라임 키즈(hill-climb kids)’였어요.
저희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스포츠 엔진과 대형 슈퍼차저를 단 덕분에
‘코끼리’라는 애칭으로 알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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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더

직렬 6기통 슈퍼차저 엔진
(M 06 / MS 06)

차체 형태: 스포츠카
배기량: 7,065cc
최고출력: 184kW(250마력)
최고속도: 시속 192km
생산기간: 1928~1932년
생산대수: 33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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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68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에어 스프링을 쓴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1971년에
빨간색 경주용 버전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메르세데스-AMG
브랜드가 명성을 얻는 토대를 만들었죠.

크롬 장식을 단
이중 배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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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조인트 스윙 액슬

차체 형태: 세단
배기량: 6,332cc
최고출력: 184kW(250마력)
최고속도: 시속 220km
생산기간: 1968~1972년
생산대수: 6,526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도어 4개를 단 완전 철제
모노코크 구조 차체

리서큘레이팅 볼 방식 스티어링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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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식(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를 단
스포츠 서스펜션

AMG 배기 시스템 및 후방 머플러

B-필러가 없고 완전히 내릴 수 있는 옆 유리가 없는
제 외모에서는 2002년에도 과거 클래식 쿠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AMG 엔진도
저를 운동선수 같은 모델의 전형으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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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13: 밀폐형 엔진룸

역동적 모습으로 만든 사이드 스커트

안개등 내장형 앞 범퍼

차체 형태: 쿠페
배기량: 5,439cc
최고출력: 270kW(367마력)
최고속도: 시속 250km
생산기간: 2002~2006년
생산대수: 2,893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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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등장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소형 클래스지만, 이 슈퍼스포츠카는 곧 ‘베이비 벤츠
(Baby Benz)’ 단계를 넘어 수많은 경주 우승 기록을
가져오는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멀티링크 독립식 뒤 서스펜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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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을 날개처럼 만든
에너지 흡수 범퍼

차체 형태: 세단
배기량: 2,463cc
최고출력: 143kW(195마력)
최고속도: 시속 235km
생산기간: 1989년
생산대수: 502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사코 보드(Sacco boards)’
형태의 사이드 스커트

M 102: 기통당 밸브 4개를 갖춘
직렬 4기통 엔진

쇼크업소버 스트럿 독립식 앞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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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롬 장식을 단 이중 배기구

상쇄 스프링을 단
싱글 조인트 스윙 액슬

여러분이 숙녀들을 태우고 운전석에 앉은 채 우아한 거리를 달리는
제 모습을 만나기 훨씬 전에, 저는 이미 제 시대의 가장 험난한
랠리 경주 중 하나인 스파-소피아-리에주(Spa–Sofia–Liège) 경주에서
1963년에 오이겐 뵈링어(Eugen Böhringer)와 함께 우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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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분사 장치를 단
직렬 6기통 엔진

안전 차체 구조를 사용한
첫 스포츠카

라디에이터

차체 형태: 로드스터
배기량: 2,306 / 2,463 / 2,778cc
최고출력: 110~125kW(150~170마력)
최고속도: 시속 200km
생산기간: 1963~1971년
생산대수: 4만8,912대
* 상세 제원은 모두 유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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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 AM!
정답을 공개합니다! 저희 가운데 세 모델을 알아맞히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여섯 모델 모두 맞추셨다면 당신은 전문가가 틀림없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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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SL Roadster

CLK 55 AMG Coupé

300 SL 로드스터 ‘걸윙’, ‘세기의 스포츠카’의 동생

CLK 55 AMG 쿠페 고성능과 우아함의 든든한 결합

2

5

SSK

190 E 2.5-16 Evolution

‘광란의 1920년대’를 대표하는 전설적 슈퍼차저 스포츠카

190 E 2.5-16 에볼루션 성공작 DTM 투어링 경주차의 일반 도로 주행 버전

3

6

300 SEL 6.3

230 SL–280 SL

최고의 럭셔리 세단 겸 최상급 스포츠카

안전하고, 빠르고, 아름다운 차: ‘파고다’ SL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자동차 애호가였던 57세의 사진작가
클라우스 바클(Claus Bachl)은 자신의 작업을 -예술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겠지만- 차 ‘아랫면’에 집중하기로 정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사실 무척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차의 기술적 측면 전체, 즉 DNA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찍어온 차체 하부 사진이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세계에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종류의 차체 하부
사진을 찍는 사진가가 드뭅니다. 아마 저처럼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는 세 명뿐일지도 몰라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사진작가는 실제로 작품이 놀라운
수준에 이르러 작품을 2m, 3m, 심지어 5m 크기로 확대해도
날카로운 선명도와 휘도를 전혀 잃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차를 원래 크기로 재현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진가의
답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속기와 엔진 번호까지도
읽을 수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특정한 차에만 구현된 다른
개성적 특징들을 구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이런 유형의 사진을 찍는지, 또 촬영에 활용하는
장비는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유압식 리프트로 차를 올려놓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
말고는 이 이야기만 할 뿐이다. “그건 제 영업 비밀입니다.”
이번 <메르세데스 미> 매거진을 위한 촬영을 하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까? 클라우스 바클은 짧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역사의 진정한 아이콘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무척 즐거웠고, 대단한 존경심도 함께 들었죠.”

Specialist
오스트리아 출신 사진작가
클라우스 바클은 아주 특이한
각도에서 자동차 역사의
아이콘 여섯 모델을 살펴봤다.
촬영용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컬렉션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섯 종류의 다른
차들을 준비했다. 촬영은
꼬박 이틀간 진행되었다.
촬영 뒤에는 집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 컴퓨터로 사진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는 결과에 만족했을까?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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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ordinary ambiance
더 뉴 EQA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순수 전기 컴팩트 SUV는
새로운 메르세데스–EQ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모델이다.
방송인 레오니 폰 하세가 비즈니스 중심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로 나선다.
글: 다비드 뤼트케(DAVID LÜTKE)

1

Model
Mercedes-Benz
The new EQA 250
복합연비(전기: km/kWh):

4.1
복합 CO2 배출량(g/km):
0
1회 충전 주행거리(km):
306
배터리 용량(kWh):
66.5
가속력(0→100km/h):
8.9초
※ 차량 이미지 및 사양은
국내 출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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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스카이라인은 이 활기찬 대도시 위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또한 메

2020년 미스 독일(사진 2 )인 그는 나미비아의 농장에서 자라 어린 시절에 가
족용 차를 타고 대초원을 가로질러 달렸다고 한다. 지금은 더 뉴 EQA 250이

르세데스-EQ가 내놓은 첫 순수 전기 컴팩트 SUV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에게 새롭고 전동화된 주행의 세계라는 경험을 선사한다.

리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시내에 있다. 도시의

제공하기도 한다. 더 뉴 EQA(사진 )는 스포티함, 편안함, 효율, 디자인, 새로

이 경험은 차의 디자인 그 자체로부터 시작한다. 조명의 장식적인 요소와

운 분야를 개척하는 느낌으로 깊은 인상을 준다. 뿐만 아니라 더 뉴 EQA를 통

공기 배출구가 한데 어우러진 내부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사진 4 ). 티타

해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 레오니 폰 하세(Leonie von Hase)에게

늄 그레이색 가죽 시트는 전용 색인 로즈골드(사진 3 ) 테마의 직물 부분으로

알맞은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36세의 방송인, 작가, 사업가이자

강조되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만큼 소재 역시 지속 가능하다. 외부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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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하고 여유가 있다(사진 8 ).
더 뉴 EQA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힘찬 비율과 최적화된 공기역학적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면서도 전면부에는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부

수나 다름없다(사진 5 ). 힘찬 가속과 민첩한 핸들링은 타고난 달리기 실력을 강
조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레오니는 375Nm의 즉각적인 토크가 주는 역동성을
온전히 활용하며 거의 정적에 가까운 주행 경험을 즐긴다.

분인 블랙 패널(Black Panel)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빛의 띠는 진보적인
럭셔리와 브랜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대담한 표현을 보여준다.

전기 구동계는 섀시로부터 분리되어 진동과 주행 소음을 줄여준다. 스포
티함과 휴식이 하나가 된다. 레오니는 도로 위를 달리지만 배출가스를 내놓지

단 몇 분만 움직여봐도, 뭔가 다른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메르세데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뿐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스-EQ 세계의 새로운 엔트리급 모델은 덩치는 작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운동선

공인 복합 주행거리가 306km에 이르는 만큼 주행 경로를 자유롭게 정할 수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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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울러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는 정확한 추천 충전 시간 정보를 받는다. 늘 완전히 충전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

더 뉴 EQA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기능적 바탕은 메르세데스-EQ 일렉트릭

다. 예정된 충전 시간은 언제나 전체 주행 시간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인텔리전스(Mercedes-EQ Electric Intelligence)다. 이것은 현재 전기 주행

고속 충전이 가능한 곳에서 짧게 두 번 충전하는 것이 오랫동안 한 번 충전하는

가능 거리와 전력 소비, 전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주행 경로의 지형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더 뉴 EQA의 일렉트릭 인텔리전스는 미리 계획한

은 물론 기상 조건까지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들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경로

다(사진 6

를 계획한다. 이는 기온이 충전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은 교

가치가 있음을 다시금 입증한다.

7

). 그리고 새로운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홍보대사로서 충분한

통 흐름은 물론 사용 가능한 충전소와 충전 용량도 고려한다. 현장에서 소비자

8

지능적인 내비게이션
더 뉴 EQA의 특별한
하이라이트는 일렉트릭
인텔리전스를 통한
내비게이션이다.
기본사양인 이 기능은 충전
시간을 고려해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한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충전
시점은 물론 지형과 날씨
등 다른 여러 요소들까지도
고려해 주행거리
시뮬레이션을 재평가한다.
또한 시스템은 교통 흐름의
변화와 개인적 운전 태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PHOTOS MERCEDES-BENZ AG/DAVID BREUN

※ 차량 이미지 및 사양은
국내 출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뉴 EQA에 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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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ly precious
앤 피터슨은 소수 정예 팀을 이끌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과
따뜻한 시선을 지닌 신개념의 럭셔리 매거진 <살롱>을
시장에 선보여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녀와 더 뉴 S–클래스가 함께한
독일 질트섬의 드라이브.
글: 헨드리크 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샤를로트 슈라이버(CHARLOTTE SCHREIBER)

S-CL A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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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피터슨(Anne Petersen)은 ‘새로운 관대함(The new

호기심으로 가득 찬 선물상자

generosity)’이라는 헤드라인이 적힌 <살롱> 매거진 최
신호를 더 뉴 S-클래스의 뒷좌석에 놓았다. 화창한 봄날,

피터슨은 우리의 첫 번째 여정으로 더 뉴 S-클래스를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세베린 리조트 앤드 스파(Severin’s Resort & Spa) 앞

우리는 함부르크에서 잡지 발행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녀

에 주차했다. 여기 호텔 레스토랑은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로 고

의 추천으로 독일 북부 질트(Sylt)섬에 함께 가기로 했다. 더 뉴

객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또한 다

S-클래스가 우리의 여정에 동행했다. <살롱>은 디자인, 예술, 문

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휴식을 취하기에도 완벽한 곳이다. 피

화, 손님 접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라이프스타일 럭셔리 잡지

터슨은 더 뉴 S-클래스를 시승하며 느낀 최고급의 편안함과 안락

다. 창간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현재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함을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중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공의 중심

림 같은 모래언덕을 지나 다음 목적지인 졸링 호프(Söl’ring Hof)

에는 피터슨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롱> 매거진의 시작은 2014년 ‘그루너+야르(Gruner
+Jahr)’ 출판사의 제의로 이뤄졌다. 피터슨은 새로운 잡지 창간 프

호텔로 향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랜 경력의 소믈리에 바벨 링
(Bärbel Ring)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일로 만났지만 지금은 절친
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로젝트와 세부 내용 기획에 대한 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변을 잠깐 산책한 후 우리는 캄펜(Kampen)에 자리한 플

듣자마자 흔쾌히 합류를 결정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잡지의 세부

라워 스튜디오 겸 공방 알트 바셰라이(Alte Wäscherei)로 출발

내용을 기획하고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누구보

했다. 장막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알트 바셰라이에는 그녀에게 중

다 뛰어난 추진력과 리더십에 기반해 고품격 매거진을 탄생시켰다.

요한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었다. 이곳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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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은 그녀:
앤 피터슨은 직접 더 뉴
S-클래스를 운전하길
원했다.

더 뉴 S-클래스를 경험할
기회: 여름휴가 동안 세베린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시승
이벤트를 개최했다.

메르세데스 미 앱과
동행하는 여정
스마트폰 내 메르세데스 미
앱은 운전을 더 편리하게
도와준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목적지를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전송해
가장 효율적인 주행 경로를
알 수 있으며, 메르세데스
미 앱을 이용해 여름에는
에어컨을 미리 켜두거나,
추운 날씨에는 사전 온도
조절 기능을 통해 내부
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mercede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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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헤롤드에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카타리나 마리 헤롤드는
부친이 1978년에 설립한
갤러리의 질트 분점에서
일하고 있다.

직관적인 MBUX 시스템의
음성 명령 기능과 자동차
시트에 장착된 마사지
기능 덕분에 질트섬
드라이브가 더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신비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제품은 각자의 고

개성과 브랜드 가치

유한 역사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피터슨은 질트섬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인 갤러리 헤

<살롱> 매거진도 이 공간과 똑같았다. 여기 놓여 있는 모든

롤드(Galerie Herold)로 가서 카타리나 마리 헤롤드(Katha-

것이 <살롱> 매거진에도 집약돼 있었다. 독특한 스타일과 창의

구, 특별한 옷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

rina Marie Herold)를 만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갤러리의 함부
르크 분점인 이곳을 1978년 새로 오픈했다. 이곳은 주로 북부 독
일 지역에서 활동한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와 에밀 놀데(Emil Nolde) 등 대표적인 인상파와 표현

하는 내용을 <살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피터슨과 그녀

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적인 아이디어로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놀라움과 경이로움
을 선사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했다. 사실 좋은 음식, 아름다운 가

피터슨은 질트섬에서
일하고 있는 소믈리에
바벨 링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에
친숙한 피터슨은 더 뉴
S-클래스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

의 팀은 매호를 준비하면서 누구도 접하지 못했던 전 세계에 숨어

갤러리에서 얻은 영감 덕분에 감상적인 기분에 빠진 피터슨

있는 보석 같은 아이템을 새롭게 찾아낸다. <살롱>을 다른 잡지

은 더 뉴 S-클래스에 다시 탑승했다.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와 차별화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스템을 작동한 그녀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차 내부 온도

<살롱>의 에디터는 모두 자신의 기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를 조정하고 운전석 시트 내 마사지 기능을 켰다. 이제 여행은 웰

듯 보인다. 이처럼 편집팀의 열정은 음식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빙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바로 휴양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기복 없이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 다양하

로 유명한 산시바(Sansibar)였다.

고 복잡한 데이터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요즘 시대에 감성적 접
근법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피터슨은 잠시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 “저는 덴마크 국경에 인접한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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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갤러리 헤롤드는 주로
북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상파와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S-CL A SS

S-Class fascination:
메르세데스-벤츠를
대표하는 최고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더 뉴 S-클래스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요구에
더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능을 강화했다. 최첨단
기술과 더불어 기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다. 더 뉴
S-클래스는 인공지능과
최고급 사양의 소재를
조화롭게 활용했으며,
전통과 장인정신을 최첨단
기술과 절묘하게 조합해
최고급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뉴 S-클래스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주소를
방문해보자.
www.mercedes-benz.
co.kr

보냈어요. 집은 1779년에 지어진 고택이었죠. 아름다운 도자기와

기고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유력 조간신문인 <프랑크푸르

오래된 가구, 채소를 키우는 텃밭, 말, 대형 농기계, 드넓은 땅을

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베

보며 자랐어요.” 피터슨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메르세데스-벤

를린 뉴스 담당으로도 활동한 뒤 이후 그루너야르 출판사의 편집

츠 자동차를 몰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처음 소

자가 되었다. <살롱>은 동종 업계에서 명실상부 뛰어난 럭셔리 매

유했던 차도 메르세데스-벤츠였기에 그녀에게는 이 브랜드 자체

거진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은 시장에

가 클래식한 디자인과 품질, 변함없는 럭셔리 이미지로 각인되어

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왜 많은 사람

있었다. 그녀에게 메르세데스-벤츠는 친밀함과 익숙함 그 자체인

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

셈이다. 네 명의 자녀를 둔 46세의 그녀가 더 뉴 S-클래스를 처음

면 더 높은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살롱>은 근사한 저녁 같

접하고도 바로 편안함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영감

녀는 친구들과 휴가차 이탈리아로 여행을 갈 때 쿠페 모델을 이

을 받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용한다. <살롱> 매거진은 개인적 가치와 경험에 기반해 브랜드와

는 확신도 들어요.” 그녀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의 차별화된 가치

제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 관심 있게 다룬다. 어

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녀는 느리지만 한 걸음씩 여러 기사가

떻게 하나의 제품이 삶에 대한 태도와 동의어가 되고 일상생활에

모여 큰 힘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함 그리

중요한 부분으로 스며드는지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고 필수적인(Honest and Indispensable)’이라는 두 단어가 잡지

피터슨은 파리에서 유학하고 뮌헨에서 언론학을 공부했다.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존탁(Welt am Sonntag)>의 스타일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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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쓰인 것을 발견했다. 좋은 것은 애쓰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는 진리가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이 휴양지에서도 유명한
산시바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앤 피터슨은 자신의
첫 번째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로 떠난 학창시절
이탈리아 여행을 회상했다.

FAC T S

더 뉴 EQE

2021 IAA 모빌리티에서 ‘더 뉴 EQE’ 세계 최초 공개
메르세데스-벤츠가 세계 최초로 더 뉴 EQE를 비롯해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1 IAA 모빌리티(IAA MOBILITY 2021)’에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를 주제로 참가해 전기 모빌리티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알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 전시회에서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와 고성능 브랜드
AMG가 선보이는 첫번째 순수 전기차 ‘메르세데스-AMG EQS 53 4MATIC+’를 비롯해, 전설적인
오프로더 G-클래스의 순수 전기차 버전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컨셉 EQG’와 유서 깊은 럭셔리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컨셉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그리고 첫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 메르세데스-AMG GT E 퍼포먼스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New Network
용산 청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용산 청파 서비스센터(서울 용산구
청파로 61길 5)를 신규 오픈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용산 청파 서비스센터
(KCC 오토)는 용산구 지역의 두 번째

컨셉 E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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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서비스센터로 총면적 3,395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다. 총 6개의
워크베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2층의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숍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품질지수(KSQI)’ 2개 부문 수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2021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중
‘수입자동차판매점’, ‘수입 인증 중고차’ 두 개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SQI는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서비스 품질 지수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7년 연속 ‘수입자동차판매점’ 부문 1위 수상
및 총 8회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단계별 영역 중 적극성, 업무지식, 친절성
등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코로나19 검사용품’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전국 200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총 4만 개의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와
200대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기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함께
더 건강하게’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상황에
대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취약계층 생활방역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면 기부 달리기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 부산’ 개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부산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등과 함께 ‘제8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 버추얼 런(GIVE ‘N RACE Virtual Run) 부산’을 10월 9~10일 양일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행사에
참여하고, GP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인 ‘스트라바’를 활용해 기록 및 순위를 측정했다.
기부금 전액은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료 교육비에 쓰인다. 이번 대회로 8회째를
맞는 기브앤 레이스는 지금까지 누적 6만6,000여 명이 참가해 총 기부액 약 36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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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세계 6번째 AMG 전용 브랜드 센터 ‘AMG 서울’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9월 6일 메르세데스-AMG 전용 브랜드 센터 ‘AMG 서울(AMG Seoul)’을 오픈했다.

AMG 서울은 AMG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용 딜러십으로, 국내 최초이자 전 세계 6번째로 선보이는
AMG 브랜드 센터다.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AMG 서울은 총면적 1,239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AMG
전시장을 비롯해 서비스센터, 전시 및 AMG 게임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독일에서 AMG 전문
교육을 수료한 AMG 엑스퍼트(AMG Expert)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AMG 서울
오픈을 기념해 럭셔리하고 트렌디한 이미지의 배우 이하늬를 메르세데스-AMG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아우스빌둥’ 5기 출범
지난 9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독일식 일-학습 병행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우스빌둥(Ausbildung)’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5기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아우스빌둥 5기 참가 교육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자동차 또는 기계 전공 3학년 학생들로 필기 및
인·적성 검사 등을 거쳐 선발됐으며, 향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에 입사해 3년간 현장 실무와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아우스빌둥 커리큘럼을 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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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 브랜드 특유의
감각적이고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와
폭넓은 AMG 차량 라인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3D 컨피규레이터
‘원 디스플레이(One
Display)’가 아시아 최초로
적용되었다.

SERV ICE

Accident repair:
Unmatched reliability
사고 수리는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다.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
최적의 작업 환경과 정확한 절차로 완벽한 수리가 가능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한다면
수리 후에도 오랫동안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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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랜 시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피하기

한 여러 메르세데스-벤츠 순정 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단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수리

창고가 있고, 부품 재고는 전담 부품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관리

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수리는 차의 외형은 물론

한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부품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기능과 성능도 사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

출고되므로, 정확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비스센

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차의 잔존 가치와 더불어 내구성과 안전

터 내에 재고가 없는 부품은 메르세데스-벤츠 부품 물류센터를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리가 가

높은 수준의 사고 수리에는 알맞은 부품과 전문적 수리에 필

능하다.

요한 장비, 숙련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자와 더불어 높은 수준
데스-벤츠 승용차처럼 최신 기술과 첨단 설계를 바탕으로 정밀

완벽한 전처리/후처리
사전 및 사후 처리는 수리 품질과 직결된다. 이는 수리 과정에서

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차량은 더욱 그렇다. 사고 수리를 어느

부품 결합의 정확성과 공정의 정밀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리 부위

의 수리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필요하다. 메르세

곳에서 하느냐가 수리 후 품질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

의 손상과 변형을 예방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도장 품질과 부식

세데스-벤츠 차의 사고 수리는 기술력과 전문성, 뛰어난 수리 품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연마와 프라이머 도포

질을 모두 갖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

등과 같은 사전 처리 작업과 차량 하부 및 내부의 실링 작업이 꼼

다. 이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사고난 차량을 믿

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맡길 수 있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WIS 매뉴
얼에는 이와 같은 사전 및 사후 처리 과정도 작업 과정에 포함되

전문적인 서비스와 투명한 견적

어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사전 및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는 사고 수리 전문 서비스 어

사후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완벽한 수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드바이저가 있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 고유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고 상태와 수리 범위를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소비

특수 장비와 공구를 사용한 정밀한 차체 복원

자와 상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리가 가능하도록 수준 높은 상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의 차체는 안전과 기능, 성능을 고려해

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위별로 다양한 소재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사고 수리를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과정에서 아우다텍스(Audatex)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아우다텍스는 자동차 보험 관련 솔루션으로,
현재 유럽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이다. 아우다텍스 사고 수리 견적
시스템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부품별 작업 시간 매뉴얼을 바
탕으로 정비 공임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의 주관이 개입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사고 수리는 기술력과
전문성, 뛰어난 수리 품질을 모두 갖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다.

되지 않은 투명하고 정확한 견적 산출이 가능하다.

정확하고 완벽한 수리 과정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규
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모든 수리는 독일 본사가 규정한 수리 방침이 안내되어 있는

WIS(Workshop Information System)의 정비 매뉴얼을 바탕
으로 이루어진다. 매뉴얼은 모델에 따른 정확한 수리 방법과 장비
및 공구까지 지정되어 있고, 밀리미터 단위까지 작업 정밀도를 확
보할 수 있도록 수리 절차를 안내한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테크
니션들은 이처럼 정확하고 철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오차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차를 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센터에는 사고 수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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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차체 견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장비를 통
해 견인 작업을 하면 안전하고 정확한 견인 작업이 어렵다. 또한
견인 포인트가 고정되지 않아 견인 과정 중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위가 변형되거나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
식 서비스센터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고가인 전용 차체 견인 장비
를 사용하여 손상 부위를 복원하므로 안전하고 정확한 수리가
가능하다.

고품질 도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의 수리도 중요하
다. 특히 도장 작업은 미관은 물론이고 차체의 부식 여부에도 영
향을 주는 만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도장면을 완벽하게 복원하
려면 청결한 환경과 정확한 공정,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도장 작업은 출고 당시의 도장 상태와 기
능을 온전히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규정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 환경과 절차를 활용해
가장 뛰어난 품질로 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품질을 유지하며 도장 작업을 진행
한다. 도장 작업은 작업 중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집진 시설을 갖
춘 전용 부스에서 이루어진다. 전용 부스 내부에는 바닥, 천장 등
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고, 도장 작업 중 생기는 페인트 입자가 날
아다니지 않도록 벽면에도 흡착지가 부착되어 있다.
도장 작업에는 환경과 작업자의 건강을 고려해 100% 수용
성 페인트만 사용한다. 아울러 완벽한 색 재현을 위해 색상 시편
을 바탕으로 정확한 색상을 확인한다. 부분 도장의 경우 환경적

통해 차체의 기능적 특성을 완벽하게 되살리려면 각 소재에 적합

요인 때문에 신차 출고 때의 색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한 장비를 사용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술자가 정해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정밀 계측 장비를 사용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해 현재 차의 색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색으로 페인트를 조색할

특히 차체 구조에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한 차는
수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겉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

열처리 과정을 통한 부품 건조, 숙련된 전문가가 표면을 균일

어도, 소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게 갈아내는 샌딩 작업 등 완벽한 도장면 복원을 위한 사전 및

수리는 시간이 흐르면 수리 부위가 약해지거나 변형이 심해져 위

사후 처리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색과 내구성, 기능성 등 모든

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먼저 독일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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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측면에서 공장 출고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도장면을 복원할
수 있다.

서 지정한 3차원 계측기를 사용하여 사고로 인한 차체 변형 정도

사고 수리는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

를 수치로 파악한다. 컴퓨터 화면에는 계측기가 차의 각 지점마

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랫

다 측정한 변형 발생 정도가 표시되고, 정확한 수리 방법과 절차

동안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 환경과 절차

를 안내한다.

를 활용해 가장 뛰어난 품질로 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특

차체에 변형이 생겼을 때에는 변형이 일어난 부위를 잡아당

히 믿을 수 있는 순정부품과 전문적 교육을 받은 테크니션이 엄격

겨 원형을 복구하는 견인 작업이 필요하다. 메르세데스-벤츠 공

한 절차를 거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

식 서비스센터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인증한 전용 차체 견

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인 장비(Body Straightening System)를 사용해 다른 부위에

수리를 맡긴다면, 사고 수리 후에도 오랫동안 안심하고 메르세데

변형 없이 사고 부위만 견인한다.

스-벤츠가 주는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MOBILO Accident Support
메르세데스-벤츠다운 사고케어 서비스
사고 견인 무상 서비스

사고 상담 무상 서비스

거리에 관계없이 원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로
견인 서비스 무상 제공

과실비율, 간접손해, 대인사고 등
상담 서비스 무상 제공

*이용방법: 고객센터(080-001-1886) 접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시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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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hoice for your car:
Service package
안목 있는 오너들이 좋은 차량을 더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며 즐길 수 있도록 메르세데스–벤츠가
마련한 합리적인 방법,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와 워런티 플러스의 장점을 살펴보자.

상품 종류는?
2년 연장 상품(쿠폰북 사용 기간 최대 3년)
3년 연장 상품(쿠폰북 사용 기간 최대 4년)
서비스 내용은?
정기점검 및 주요 소모품 교체(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실내공기정화필터,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브레이크오일, 앞/뒤
브레이크 패드. 3년 연장 상품에 한해 앞/뒤 브레이크 디스크 추가)
혜택은?
쿠폰북 형태로 제공되므로 유효기간 내 필요할 때 필요한 항목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필요할 때 따로따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2년 연장 상품 - 최대 24%, 3년 연장 상품 - 최대 30%)

워런티 플러스
누구에게 필요할까?

메

ISP(통합 서비스 패키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리비 걱정 없이

르세데스-벤츠 오너라면 누구나 내 차량을 오랫동안 최

최상의 서비스로 최상의 차량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고의 상태로 유지하며 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ISP(통

왜 좋을까?
구매한 상품의 유효기간만큼 서비스 대상 부품의 보증기간이

합 서비스 패키지)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을까 걱정하기 마련이다. 이런 오너들을 위해

늘어나므로 비용 걱정 없이 최상의 차량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너들의 취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 차량을

상품 종류는?
1년 연장 상품(등록 후 4년/12만km까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마련했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선보이는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Com-

2년 연장 상품(등록 후 5년/14만km까지)

pactPlus Package)와 워런티 플러스(Warranty Plus)를 이용

서비스 내용은?
ISP(통합 서비스 패키지) 유효기간 만료 후 보증 서비스 대상 부품

하면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인 테크니션이,
메르세데스-벤츠 순정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점검해주기 때문에

고장 발생 시 무상 수리 또는 교환(정기점검, 소모품 교환, 픽업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상품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

딜리버리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교통비 및 견인비 지원

식 서비스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제외)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
누구에게 필요할까?
평소 차량을 많이 쓰거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람
왜 좋을까?
ISP(통합 서비스 패키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컴팩트 플러스
패키지를 구매하면 안전한 운행과 차량 관리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들을 공임을 포함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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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혜택은?
구매 후 유효기간 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한 차량은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 상품을 양도할 수 있다.
가격이 지난 5월 이전 대비 평균 15% 인하되어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올해 AMG 신규 상품 출시로 AMG 모델도
구매할 수 있다.
단, 신차와 기존차 가격이 구분되는데, 신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존 차는 ISP(통합 서비스 패키지) 기간(3년 또는
10만km 중 선도래) 이내에 구매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내게 딱 맞는 일정으로.
서비스센터 방문이 필요하신가요? 온라인 서비스 예약을 이용해보세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하는 방문 일정을 손쉽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바로가기 QR

COLLEC TION

Mercedes-Benz Golf by Taylormade
보온성과 기능성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필드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한
메르세데스–벤츠 골프 웨어 & 아이템.

TM 남성 사선 절개 스웨트 재킷, 블랙

TM TP5X 골프볼 세트

보온성과 촉감이 우수한 울 혼방 재킷.
사선 절개 배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낮은 공기저항과 빠른 스피드, 듀얼
스핀 커버로 부드러운 타구감을
제공하는 골프공 12개 세트.

MNBV9463170-173 (M-XXL) / 38만3,900원

MNBM7194201 / 5만3,900원

TM 골프 파우치
컴팩트한 사이즈에 수납공간이
다양해 실용성이 뛰어난 골프 파우치.
블랙 MNBU3126201, 화이트
MNBU3126101 / 각 5만9,000원

TM 남성 니트 재킷, 네이비
방풍 안감으로 겨울까지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울 혼방 니트 재킷.
MNBV9463370-373
(M-XXL) / 42만4,600원

TM 골프 카트 파우치
블랙 컬러에 골드 컬러 파이핑
디테일, 카본피버 패턴이
고급스러운 골프 파우치.
MNBU3125501 / 3만9,000원

TM 여성 롱 구스다운 재킷

TM 남성 하이브리드 다운 재킷

엉덩이를 덮는 넉넉한 기장과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큐트한 디자인의 다운 재킷. 최고급
구스다운과 방풍 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이
좋으며 신축성 있는 소재라 착용감도 편안하다.

발수, 방풍, 스트레치의 기능성 우븐 원단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다운 재킷. 넥 칼라와
사이드에 파워 스트레치 니트 원단을 적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나다.

MNBV9463979-981 (M-XL) / 58만800원

MNBV9463770-773 (M-XXL) / 43만7,800원

TM 골프 기프트 세트
골프 티 9개, 골프 볼 3개,
골프 타월, 피치 포크로
구성된 골프 기프트 세트.

TM 여성 하이브리드 다운 재킷

TM 여성 홀가먼트 티셔츠

발수, 방풍, 스트레치의 기능성 우븐 원단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다운 재킷. 넥 칼라와
사이드에 파워 스트레치 니트 원단을 적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나다.

신축성이 좋은 경량 원사를 사용한
홀가먼트 니트. 세련된 하프넥 디자인과
슬림한 핏으로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MNBV9463879-881 (M-XL) / 42만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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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BV9462477 (S), MNBV9462479-480
(M-L) / 26만6,200원

MNBB1613101 /
6만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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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어린이 카시트
차량 이동 중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솔루션.
안전은 물론, 차량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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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RCEDESCA 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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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edesCard

경우 법인 내 실사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2021년 4월부터
메르세데스카드 혜택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메르세데스 미
케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카드
제휴사 상시 혜택뿐 아니라
‘Monthly Exclusive
Benefit’도 놓치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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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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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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ship Places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들의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제휴사 혜택.
아난티 힐튼 부산
※ 제휴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혜택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

Design & Style
르네 휘테르 두피모발관리센터 부산 탈모·모발 검사와 여행용 3종 파우치
무료 제공, 헤드 스파 10% 할인
빌라델꼬레아 구매 금액의 10% 상당 기프트 증정
스페이스 눌 신상품 10% 할인
아르마니 까사 10% 할인
준오헤어 10% 할인
카시나 10% 할인

Travel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10~15%, 식음료장 10% 할인
네스트 호텔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부대업장 10% 할인
대한항공 18개 노선 퍼스트 및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매 시 20% 할인
동화면세점 5만원 사은권과 VIP 골드카드 제공
라한셀렉트 경주 객실 우대 요금 제공 및 식음업장 10%, 부대시설 50% 할인
NEW

롯데시티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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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NEW

롯데호텔 울산 메르세데스카드 전용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NEW

롯데호텔 월드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NEW

롯데호텔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브룩스 전국 매장에서 10% 할인

NEW

롯데호텔 제주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제이린드버그 온라인 & 오프라인 5~10% 할인

NEW

시그니엘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테일러메이드 지정 매장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20% 할인

NEW

시그니엘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CEO골프교육원 경희대 CEO골프최고위과정 등록 시 20만 원 할인

씨마크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요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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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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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아트홀 기획공연 <아름다운 목요일> 예매 시 10% 할인

아난티 힐튼 부산 객실 5%, 식음업장 10% 할인

씨네드쉐프 영화 관람 및 식사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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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style

NEW

L7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Living & Kids

Restaurant & Cafe

광주요 광주요 15%

계절의 맛 10% 할인

덕시아나 구매 금액의 5% 상당 기프트 증정

더 키친 일 뽀르노 광화문점, 청담점에서 10% 할인(단, 음료 및 주류 제외)

디밤비 온라인 몰에서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15~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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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움 웨딩, 컨벤션, 공연 이용 시 우대 혜택 제공

싱카이 10% 할인

미마 유아용품 브랜드몰 15~25% 할인

아티제 10% 할인(단, 리테일 상품 제외)

아이큐에어 공기청정기 및 필터 30% 할인(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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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연구소 10% 할인 쿠폰 제공(연 4회)

제일제면소 15% 할인

크린웰 10% 할인 및 세탁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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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자니아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포함 최대 4인 20~30% 할인
(반일권 기준)

Healthcare

하바나 시가 피에르 시가 10% 할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본인 및 배우자)

한사토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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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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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한방병원 비급여 항목 10%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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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움 우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및 에버셀 스킨케어 프로그램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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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Partnership Places

※ 제휴 객실 예약 전용 링크는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 제휴사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목해야 할 메르세데스카드 제휴사!
메르세데스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체크인 및 업장 이용 시 반드시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에서 메르세데스카드 앱카드를
제시해주세요(신분증 고객명 확인).

시그니엘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76~101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객실(235실)에서 서울의 파노라믹한 스카이라인과 환상적인 야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에메랄드빛 풀에서 도심 속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호텔 수영장,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스파 브랜드 ‘에비앙(Evian) 스파’, 세계 최고층에
위치한 최첨단 시설의 연회장에서 섬세하고 격조 있는 시그니엘 서울만의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02-3213-1000 www.lottehotel.com/seoul-signiel

시그니엘 서울

시그니엘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시그니엘 부산은 해운대의 랜드마크 ‘엘시티(LCT)’ 타워에 위치한 260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입니다. ‘시그니엘 서울’에 이은 시그니엘의 두 번째 호텔로 부산 해운대의 환상적인
오션뷰와 광안대교를 감상하며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alon de SIGNIEL 게스트 라운지 입장 2인
실내외 수영장 2인 무료입장(7~8월 1일 1회 횟수 제한 운영)
피트니스 2인 무료입장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시그니엘 부산

051-922-1111 ww.lottehotel.com/busan-signiel

롯데호텔 서울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국내 최고의 럭셔리 비즈니스 호텔인
롯데호텔 서울은 1,015실 규모를
자랑하며 서울 소공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관광지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관광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자랑하며, 품격 있는 서비스로
도심 속 최상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식음업장 이용 시 음료 및 주류는 할인 제외.
타 할인, 프로모션,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트레비클럽 포함).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룸서비스 할인 불가
02-759-7311
www.lottehotel.com/seoul-hotel

L7 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L7 호텔은 문화 창조자들과 밀레니얼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전달하기 위해 조성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입니다.
스위트 제외 전 타입 홈페이지 특별 요금 대비 추가 15% 할인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L7 명동 02-6310-1000, L7 강남 02-2011-1000,
L7 홍대 02-2289-1000 www.lotte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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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월드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비즈니스형 리조트 호텔인 롯데호텔 월드는 서울 강남의 요지 잠실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2021년 6월 1일 새롭게 단장한 200여 개의 객실과 클럽라운지에서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느껴보세요.
객실 혜택: 클럽 디럭스(더블/트윈) 1박 + 클럽 2인 + 식음 10% 할인 + 세탁 10% 할인
식음업장 이용 시 음료 및 주류는 할인 제외. 타 할인, 프로모션,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트레비클럽 포함).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룸서비스 할인 불가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02-419-7000 www.lottehotel.com/world-hotel

롯데호텔 부산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데호텔 부산은 여행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60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리노베이션한 객실과 다양한 레스토랑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특별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식음업장 이용 시 음료 및 주류는 할인 제외. 타 할인, 프로모션,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트레비클럽 포함).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룸서비스 할인 불가
직영 식음업장: 무궁화, 모모야마, 도림, 라세느, 델리카한스, 더라운지 앤 바
051-810-1000 www.lottehotel.com/busan-hotel

롯데호텔 울산

롯데호텔 제주

메르세데스카드 전용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롯데호텔 울산은 공항, 쇼핑타운, 금융가와 인접하여 어떤 목적의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및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롯데호텔 제주는 500개의 객실을 갖춘

여행에도 최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한국 최고의 리조트 호텔입니다. 천혜의 제주 자연과 어우러진

객실 혜택: 디럭스(더블/트윈/패밀리 트윈) 1박 + 피트니스 센터
2인(헬스, 사우나, 수영장) (1박당 1회 기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식음 혜택: 페닌슐라 주말(토 일) 중식/석식만 예약 가능
(중식 12:00~14:30 / 석식 18:00~21:30)
페닌슐라 예약 문의: 052-960-4260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극성수기 & 연휴 구간 및 점유율에 따라 선착순 마감 가능
식음업장 이용 시 음료 및 주류는 할인 제외. 타 할인, 프로모션,
멤버십과 중복 적용 불가(트레비클럽 포함). 갈라디너, 리테일 상품,
룸서비스 할인 불가

052-960-1000 www.lottehotel.com/ulsan-hotel

064-731-1000 www.lottehotel.com/jeju-hotel

롯데시티호텔
메르세데스카드 회원 우대 객실 제공
롯데시티호텔의 편리한 서비스, 모던한 객실과 함께 균형 있는 비즈니스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롯데시티호텔은 고객이 호텔의 모든 부분을 즐길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스위트 제외 전 타입 홈페이지 특별 요금 대비 추가 15% 할인
단, 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예약 전용 사이트 링크 예약에 한함)
롯데시티호텔 마포 02-6009-1000,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02-6116-1000, 롯데시티호텔 구로 02-6210-1000,
롯데시티호텔 명동 02-6112-1000, 롯데시티호텔 대전 042-333-1000, 롯데시티호텔 울산 052-960-1000,
롯데시티호텔 제주 064-730-1000 www.lotte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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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 me
Care
2021년 4월부터 기존 실물
플라스틱 메르세데스카드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메르세데스 미
케어’ 앱을 설치하고 앱 카드를
활성화하여 제휴사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643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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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mpact Car

Sedan
C 200 AMG Line
C 220 d 4MATIC AV

59,200,000
63,100,000

E 450 4MATIC EX
Mercedes–AMG E 53 4MATIC+

104,600,000
121,300,000

E 220 d 4MATIC EX
E 220 d 4MATIC AMG Line
E 250 AV
E 250 EX
E 300 e 4MATIC EX
E 350 4MATIC AV
E 350 4MATIC AMG Line

78,800,000
82,800,000
67,300,000
70,300,000
83,900,000
86,800,000
91,200,000

S 350 d
S 400 d 4MATIC
S 450 4MATIC Long
S 500 4MATIC Long
S 580 4MATIC Long
Mercedes–Maybach S 580 4MATIC

140,600,000
160,600,000
170,600,000
189,600,000
230,600,000
271 ,600,000

82

A 220 Hatchback
A 200 d Sedan
A 220 Sedan
A 250 4MATIC Sedan
Mercedes–AMG A 35 4MATIC
Mercedes–AMG A 45 4MATIC+

39,400,000
40,400,000
41 ,400,000
48,900,000
60,200,000
68,100,000

CLA 250 4MATIC
Mercedes–AMG CLA 45 S 4MATIC+

56,600,000
83,700,000

Dream Car

SUV

62,100,000
C 200 Coupé
67,300,000
C 200 Cabriolet
Mercedes–AMG C 43 4MATIC Coupé 93,300,000
141,600,000
Mercedes–AMG C 63 S Co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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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00,000
60,100,000
76,210,000

GLB 200 d
GLB 220
GLB 250 4MATIC
GLB 250 4MATIC(7인승)
Mercedes–AMG GLB 35 4MATIC

52,700,000
55,200,000
62,100,000
63,700,000
69,210,000

82,400,000
E 300 d 4MATIC Coupé
100,600,000
E 450 4MATIC Coupé
106,600,000
E 450 4MATIC Cabriolet
Mercedes–AMG E 53 4MATIC+ Coupé 115,600,000

Mercedes–AMG S 63 4MATIC+ Coupé 227,600,000
111 ,600,000

CLS 450 4MATIC AMG Line
CLS 450 4MATIC designo Exclusive
Edition
Mercedes–AMG CLS 53 4MATIC+

122,600,000
127,600,000

Mercedes–AMG GT
Mercedes–AMG GT C Roadster
Mercedes–AMG GT R
Mercedes–AMG GT 43 4MATIC+
Mercedes–AMG GT 63 S 4MATIC+

182,600,000
219,600,000
253,600,000
137,600,000
241,600,000

A 220 Hatch

EQC

69,000,000
GLC 220 d 4MATIC
80,000,000
GLC 300 4MATIC
76,800,000
GLC 300 e 4MATIC
98,000,000
Mercedes–AMG GLC 43 4MATIC
73,900,000
GLC 220 d 4MATIC Coupé
83,100,000
GLC 300 4MATIC Coupé
80,900,000
GLC 300 e 4MATIC Coupé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 99,700,000
Mercedes–AMG GLC 63 S 4MATIC+ Coupé 132,600,000

GLE 300 d 4MATIC
GLE 350 e 4MATIC
GLE 450 4MATIC
Mercedes–AMG GLE 53 4MATIC+
GLE 350 e 4MATIC Coupé
GLE 400 d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53 4MATIC+ Coupé
Mercedes–AMG GLE 63 S 4MATIC+ Coupé

99,700,000
114,600,000
118,600,000
142,600,000
117,600,000
120,600,000
143,600,000
183,600,000

140,600,000
GLS 400 d 4MATIC
167,600,000
GLS 580 4MATIC
Mercedes–Maybach GLS 600 4MATIC 256,600,000

G 400 d
Mercedes–AMG G 63
Mercedes–AMG G 63 Edition

160,600,000
217,600,000
245,600,000

EQ
EQA 250
EQA 250 AMG Package
EQA 250 AMG Package Plus

59,900,000
64,900,000
67,900,000

* 상기 소개된 차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2021년식과
2022년식 모델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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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0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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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 K S

공식 전시장

전남

서울

대구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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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로 834
Tel. (02) 2208-0020
청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Tel. (02) 6421-1100
한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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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091
Tel. (033) 923-7000
원주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77
Tel. (033) 741-8800
춘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68
Tel. (033) 903-5000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Tel. (041) 620-7000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Tel. (043) 299-900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38
Tel. (042) 363-2000
대전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2
Tel. (042) 602-2000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68
Tel. (063) 226-8000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3길 2
Tel. (063) 454-800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Tel. (062) 226-0001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237
Tel. (061) 900-8500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0
Tel. (053) 629-9000
대구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427
Tel. (053) 624-2000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0
Tel. (054) 256-9001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Tel. (055) 296-1004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Tel. (055) 280-8300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875
Tel. (055) 757-8118
감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5
Tel. (051) 320-6000
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2
Tel. (051) 710-2369
남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34
Tel. (051) 750-2000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6-11
Tel. (051) 678-7000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Tel. (051) 709-6300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3
Tel. (052) 701-05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01
Tel. (064) 800-9800
※ 차량 구입 후 법정 보증 수리와 순정부품 서비스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죽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Tel. (031) 786-6100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공식 서비스센터
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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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청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1길 5
Tel. (02) 701-9500
중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34
Tel. (02) 2208-0020
한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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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백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85번길 13
Tel. (031) 779-7000
분당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Tel. (031) 750-1900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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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091
Tel. (033) 92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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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