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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word
재규어 고객 인사이트 차장 애나 라미레즈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도 해요. 고객과 잠재 고객의

모델일 때에는 더하죠. 그러나 사실 이 F-PACE 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중차대한 순간이죠. 특히 F-PACE와 같이 획기적인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준 건 고객들이에요. 새로운
재규어 차를 만들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요.

고객 인사이트 팀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저희 팀원들의 미션은 고객의
목소리를 재규어 사업의 창조적인

중심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하기도 하죠. 약간 사생활 침해처럼 들리지만, 참가자들은
언제나 놀라울 만큼 기꺼이 응해주시고 참여해주시죠. 새로운
재규어 차량 제작에 당신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기뻐하시면서요.

우리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에게서도 우리는 똑같은

열정을 발견한답니다. 디자인 디렉터인 이안 칼럼과 그의 팀은

합니다. 이는 당신이 미래에 가지고

늘 배우고 싶어하죠. 이런 방식의 새로운 재규어 제작은 관련된

싶어할 차를 당신이 그걸 원한다는 걸
알기도 전에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구는 재규어 브랜드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계획하고
미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알아내기 위해 활용한답니다. 재규어의

첫 번째 크로스오버인 F-PACE를 만들게

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크로스오버와 SUV 판매가 지난 5년
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금은 전 세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1/4 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F-PACE 같은 컴팩트한 크로스오버가 특히 급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도요. 따라서 이 흥미진진한 시장에서 재규어가

늘 우리의 일에 깊이 참여해주고 있고, 우리의 결과물에 관해
모두에게 진정으로 자극을 주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우리가 F-PACE를 생각하고 있을 때 진행했던 연구는,재규어
크로스오버 인기가 너무 높아졌으므로 하나가 아니라 둘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고객들이
더 자그마하고 ‘어린’, 자기만의 성격을 지녔고 더 큰 F-PACE
와는 다른 재규어 크로스오버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죠. 또

디자인 옵션에 관해 조사했을 때 보다 더 수직인 해드램프

디자인이(F-PACE보다는 F-TYPE의 헤드램프에 가까운 디자인)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알아냈고요. 그에 따라 그것이 우리가 이
잡지에서 공개할 바로 그 차량의 디자인이 되었죠.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진행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조사로 우리는 여러분이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우리는 초기 단계의 디자인 연구작품을 와서 보고 싶어하는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합니다.

분들이나 우리의 기존 고객 분들을 초대합니다. 물론

비밀리에요. 아이패드를 드리고 자동차를 둘러보고 평점을
매겨보시라고 요청을 드리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훨씬 더 소상히 고객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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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사용하는 방식도 관찰하고요. 심지어는 영상으로

우리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요.

넓은 지평의 세계와 그 트렌드를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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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우리 브랜드가 깊이 관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있어요. 그리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애나 라미레즈
차장, 고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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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순간은 언제나 짜릿하고

JAGUAR F-PACE

BEAUTY AND THE BEST

JAGUAR F-PACE ENJOYS DOUBLE SUCCESS
AT THE 2017 WORLD CAR AWARDS
75 influential motoring journalists from 24 countries have spoken:
the Jaguar F-PACE is officially the best and most beautiful car in the world.
At this year’s World Car Awards, the F-PACE scooped both the prestigious
World Car of the Year and World Car Design of the Year titles – only the
second car ever to do so.
Accolades aside, it’s the combination of exceptional dynamics,
everyday usability and bold design that makes F-PACE the luxury
performance SUV of choice.
Book your test drive at jaguar.com

Fuel consumption in mpg (l/100km): Urban 23.2-49.1 (12.2-5.8); Extra Urban 39.8-67.2 (7.1-4.2); Combined 31.7-59.2
(8.9-4.8). CO2 Emissions 209.0-126.0 g/km. Official EU Test Figures. For comparison purposes only. Real world
figures may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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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선 안될 페스티벌 리스트
6월 29일 - 7월 2일

굿 우드 스 피 드 페 스 티벌

굿우드(Goodwood)는 영국 남해안, 마치 경(Lord March)의 저택에서

여름 시즌에 진행되는 최고의 자동차 이벤트다. 2017년 페스티벌의 테마는
“퍼포먼스의 절정-모토스포츠 게임의 혁신자들”로, 재규어의 SV Project
8를 처음으로 공개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Project 8은 재규어의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SVO)팀이 개발한 유니크한 XE세단 모델에 붙여진

이름이다. 600PS와 700Nm 토크를 자랑하는 이 차량은 재규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민첩한 모델이 될 것이다. 열혈 수집가를 위한 진정한

제품으로, 전세계에 단 300대 한정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순간의 짜릿한
흥분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첫 번째 Project 8 중 한
대로 전설의 힐런Hill Run에서 시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청난
스릴을 기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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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goodwood.com 또는 #Jaguar Project 8 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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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16일

포뮬라 E EPR I X , 뉴 욕

고속의 전기 레이싱 카들이 뉴욕 포뮬라 E ePrix 개막식 참가를 위해
올 여름 뉴욕에 모인다.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도심의 거리와 뉴욕 항구는 초고속 전기 레이싱

자동차를 위한 트랙으로 모습이 바뀔 것이다. 7 월 이 트랙에 올라갈
이들 가운에는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드라이버 미치 에반스와
아담 캐롤도 있다. 이번 행사는 FIA가 처음으로 승인한 오픈 휠
레이스로, 뉴욕 시 다섯 개 독립구에서 열린다.

포뮬라 E 가 개최되는 장소 및 재규어의 전기 레이싱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jaguar.com/jaguar-racing

7월 11일-17일

코펜 하 겐
아 이 스 크림 위 크
지난 해 센트럴 코펜하겐에서
열린 아이스크림 위크가
올해 다시 열린다.

덴마크는 여름 기간동안 최고 35도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도록,
이번 축제가

최고의 아이스크림 메이커들의
향미의 풍요와 함께

덴마크의 수도를 향한

열기를 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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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23일

프랭 크 로이 드 로이 드 라 이 트 1 5 0 주 년 :
아 카 이브의 카 이브의 개봉

뉴욕 시의 모던 아트 뮤지엄(MoMA)은,

유명한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큰 전시회를 개최한다.

가구, 스크랩북,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일부의 모델 등 그가 60

년간 만든 45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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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31일

부 에노 스 아 이레스
탱 고 페 스 티벌 & 월 드컵
매년 8월이 되면, 5백만 이상의 방문객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모여 탱고의 고장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탱고 페스티벌을

관람한다. 이 도시는 라 보카(La Boca,

구역 이름)의 남자들이 열정적인 춤 양식을

발명한 곳이기도 하다. 본 축제의 절정인 탱고
월드컵에 맞추어 수많은 전문 댄서들이 루나

파크(Luna Park)로 모일 예정이다. 지역민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아, 티켓은
1인당 최대 2매 한정으로 엄격히 제안하여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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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LUIS ROBAYO/AFP/GETTY IMAGES, ANATOL AGENCY/GETTY IMAGES, NICK DIMBLEBY, RICHARD PRESCOTT

9월 14일-24일

I A A 프랑크푸 르 트 모 토 쇼

IAA 또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9월 14일에서 24일까지 개최된다.
자동차 매니아들을 위한 하이라이트가 곳곳에 펼쳐지며, 재규어

랜드로버의 최신 출시 모델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번
쇼에서는 뉴 레인지 로버 벨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벨라는 기존의

레인지 로버의 정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단호하고 매끄러운

외관과 단순하지만 스타일리쉬한 실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벨라 이외에도 재규어 차량들의 라인업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모두가 당신을 숨막히게 할 준비를 마쳤다.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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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30일

인빅 터 스 게 임 즈 2 0 17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William Ernest Henley)의 유명한
시 인빅터스Invictus에서 이름을 따온, 인빅터스 게임즈
행사는 군인과 여군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9월 24일-10월 15일

게임즈 행사를 통해 영국의 해리왕자가 스포츠와 육체적

베 이 징 인 터 네 셔널
아 트 비 엔날 레

돕고,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히는지 느낀 후, 2014년

인터네셔널 아트 비엔날레는 세계의 현대

사회적으로 돕는 스포츠 의 힘을 기념한다. 미국의 워리어
활동이 어떻게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들의 재활을
런던에서 처음으로 인빅터스 게임즈이 개최되었고,

후원을 재규어 랜드로버가 맡았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2016년 올랜도에서 열린 행사는 물론, 올해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본 게임즈 행사를
후원을 하면서 꾸준히 파트너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게임에는 17개국 출신의 550명의 군인 선수들이
재규어 랜드로버 드라이빙 챌린지를 포함한12종목의
경기에 참가하고, 1,500명의 자원봉사자와 수 천명의

올해 일곱 번째 행사로 개최되는 베이징

아트를 위한 중국의 공식 비엔날레로, 100개에

이르는 국가들에서 출품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다양한 문화들이 선보여질 2017 비엔날레는
실크 로드에서의 영감을 올해의 테마로

선정하였으며, 본 행사에서는 작품 전시를 위해
베이징 국립 아트 뮤지엄에 모이는 전세계의
화가와 조각가들을 만날 수 있다.

2017 인빅터스 게임 자원봉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invictusgames2017.com

14

THE JAGUAR

PHOTOGRAPHY:DONY WENJIE/GETTY IMAGES

관중들이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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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8일
프 리 즈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10월 5일-8일에
연중 문화 예술 행사 중
한가지 하이라이트다.

프리즈 아트 페어는 14회 행사를
런던에서 진행한다.

일련의 강연, 웅장한 전시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갤러리 160곳에서

발굴된 1000명 이상의 차세대 예술가들의
작품의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16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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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될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은

October

10 월 2 8 일 -2 9 일

케 이 프 타 운 인 터 네 셔널
카 이 트 페 스 티벌

올 가을 케이프 타운, 아프리카 최대의 연 축제에서

당신 안에 있는 메리 포핀스(Mary Poppins)와

만나보시길. 세계의 연 제작자 그리고 연날리기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자축하기 위해

케이프 타운에 모인다. 이 행사에는 매년 2 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모여들고 있다. 자기만의 연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워크숍이 열리며, 해당 지역의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이 지역 음식을 선보여질

예정이다.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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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시길...

아 이스 아 카 데미 2018

올 한 해가 끝나간다는 건 곧 재규어의 가장
아카데미가 찾아온다는 걸 의미한다. 2018년

11월 1일-30일

얼어붙은 스웨덴의 오지, 아르예플로그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코요(Koyo)는 지역민과

흥미진진한 이벤트 중 하나인 아이스

초, 특별한 드라이빙 체험을 위해 꿈속 풍경의
(Arjeplog, 인구 1822명)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경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시즌인 이번 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은 F-TYPE
또는 F-PACE와 함께 얼어붙은 호수와 오프로드 툰드라 지대에서 포효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재규어 차량의 기후테스트를 위한

시설이 있기도 하다. 북반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낮에는 숙련된 인스트럭터로부터

코 요, 일본

방문객 모두를 위한 전통 행사로 이번 11월
일본에 방문한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행사이기도 하다. 봄철 벚꽃이 만개하듯,

가을철이 되면 잎들은 눈부신 황금빛 색조를
빚어낸다. 이즈음 중부와 남부의 일본에선

단풍이 드는데 11월 내내, 영원히 남을 풍경을
마음에 담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다.

1:1 코칭을 받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저녁에는
정통 스웨덴 호텔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아르예플로그 2018 아이스 아카데미 체험을

위한 예약은 현재 가능하며, 3박 일정, 그리고 4
박 일정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더 많은 정보와 예약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를

PHOTOGRAPHY: NOPPAWAT TOM CHAROENSINPHON/GETTY IMAGES, JAGUAR RACING

참고하세요. jaguar.com/experience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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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E
I N VA D E R

WORDS: Ben Oliver

넘치는 젊음의 활력으로 세계를 뒤흔들 재규어의 돌발적 신 모델.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궁극의 스포츠카 E-PACE가 남긴 중요한 첫 인상들을 살펴본다.

자존심�강한�뉴�키드�온�더�블록이라면
누구라도�무대를�폭발시키고�강렬한

인상을�만들어내려�할�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혁신적인�재규어 E-PACE는
이미�우리를�만날�준비가�되어�있다.
이�재규어�가족의�최신�멤버는

경이로우면서도�그와�같은�수준의

기쁨을�선사한다. 드라마틱한�스포츠

디자인, 타의�추종을�불허하는�민첩성,
재치�넘치는�실용성이�융합된�걸출한

블랜드를�제공하며, 활동적인�라이프

스타일이나�젊은�가족�단위가�기대하는
모든�것을�만족시킬�준비를�마쳤다.

우리는�영향력�있는�잠재적�고객,

전문가, 그리고�자동차�개발에�직접

책임이�있는�이들을�만났는데, 실용성
높고�컴팩트한�이�스포츠카가�왜

재규어만을�위해서가�아니라�전체

퍼포먼스�시장을�위해서도�획기적인지,
의견을�들어보기�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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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 전 재규어에 입사했을 때,

수석�엔지니어
GRAHAM WILKINS - E-PACE
CHIEF PRODUCT ENGINEER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제가 이 같은 성능의 SUV의

이 차량의 패키징은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훌륭해요. 인테리어

라고 당신이 말했다면, 전 당신이

기울어져 있어요. 예컨대 앞 좌석들 사이 큐비 박스에 그리고 문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될 것이

를 볼까요? 차량 내 적재 장소들에는 정말 세심한 주의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에요. 하지만

안쪽 글러브 박스나 트렁크에는 정말 영리한 기능들이 있죠. 이

정말로 관행을 깨면서, 어떤 종류의 재규어 차량이 가능하며 또

자동차가 매우 유용한 자동차라는 걸 알려주는 것들 말이에요.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혁신하려면, 젊고 재능 있는

물론 우리는 자매 브랜드인 랜드 로버의 기술도 활용할 수

팀이 제 주위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죠. 그게 제 자산이었어요.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이 차량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노력했어요. 제가 늘 원했던 종류의 일이었죠.

싶은 지형 조건들에서도, 이 차량은 완벽하게 실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내내,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튜닝했어요. 젖은 풀밭, 눈이나 빙판처럼, 재규어를 사용해보고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고객들이 스포츠카가 주는

아마도 어느 차량을 구매할 때 외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동차를 원하면서도, 라이프 스테

거에요. 하지만 어떤 차량이 외관만이 아니라 당신의 요구사항

이지나 라이프 스타일 선택을 보면 그들이 최소 4개 좌석과

전부를 충족하고, 나아가 기대하지도 않은 것들을 제공해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린

준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 차량을 또 찾게 되겠죠. 제게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카에 대해 이야기하기

E-PACE가 바로 그런 차량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차량을

시작했어요. 아름다움과 실용성 사이의 궁극적 균형을

계속해서 사랑할 무수한 마니아 고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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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벡터링

• 1,800kg 견인 능력

서스펜션

• 더 정확한 터닝을 위한

확신해요.

• 정교한 멀티링크 후방

시스템 옵션

• 어뎁티브 다이나믹스

• 완전히 독립적인 서스펜션

시스템

액티브 드라이브라인

컨트롤

• 민첩성 향상을 위한

• 전 지형 프로그레스

드라이브

• 저 마찰 운행

• 직관력 높은 올 휠

재규어 식 튜닝
퍼포먼스

“아름다움과 실용성 사이의 궁극적 균형”

제공하려 했던 거죠.

자동차�전문기자&엄마
ERIN BAKER - MANAGING DIRECTOR
CARS, THE TELEGRAPH

통계를�거부할�수는�없어요. 전�세계적

본질인�다이내믹한�주행에�여전히�집중하고�있음이�여실히

빠르게�성장하는�부문이랍니다.

목적을�가진�드라이버에게�적합한�차량이�될�것�같아요.

으로�소형 SUV는�자동차�시장에서�가장
구매자인�우리로서는�올라간�라이드

높이, 5인�승객을�위한 더�큰�트렁크와

공간, 그리고�올�휠�드라이브의�추가적인�안전성, 이�모든�것의

콤비네이션을�그저�사랑할�뿐이죠. 대부분의�사람들에게�이런

유형의�차는�이동의�실용적�수단으로�필요해요. 대개는�가족용

으로요. 하지만�자동차는�큰�돈이�들어가는�아이템이기도�해서,
우리는�좋은�이미지를�주는�훌륭한�외관을�원하는�법이죠.

재규어�같은�프리미엄�브랜드가 SUV 시장에서�할�수�있는

중요한�역할이�있어요. 즉, 디자인과�브랜드�모두�이�시장에선
정말로�호소력이�있어요.

F-PACE는�정말�용감한�시도였어요. 호응도도�매우�좋았죠.

이제�우리는�사이즈도�줄어들고, 완전히�새로운�시장을�연

E-PACE를�갖게�되었군요. 차의�사양을�살펴보면, 재규어의

드러나죠. 제가�보기엔, 대부분의 SUV 드라이버보다�더�많은
아마도�이미 F-TYPE을�가지고�있고, 가족용으로�또�하나의

SUV를�원하고�있는�현�재규어�차주들을�실망시키지는�않을

거에요. 그러나�재규어가�처음인�고객들에게는, 재규어 DNA가
아직�희석되지�않았다는�사실을�보증할�겁니다.

두�아이의�엄마의�눈으로�볼�때, 다재�다능한�패밀리�카의

역할�역시�아주�잘�할�거라고�생각해요. 인테리어�공간에는

똑똑한�기능들이�있고, 넓은�트렁크�공간은�쇼핑백들, 휴가용

백들�또는�아이들의�자전거를�실어야�하는�가족들에겐�정말로
중요하죠. 엔지니어들과�이야기해봐서�아는데, 뒷좌석�다리
공간을�넓히려고�노력을�많이�했더군요. 이�공간, 중요하죠.

만일�제가�올라간�라이드�높이, 큰�트렁크를�가진, 매일�쓸�수

있는�어떤�스포츠카를�디자인해야�한다면, 아마도�그�차는�꽤
많은�면에서�이와�같은�모습이�되지�않을까�싶네요.

“다재 다능한 패밀리 카의 역할을
아주 잘 할 거에요”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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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CE를 처음으로 운전해보면,
사람들이 재규어 브랜드를 두고 하는
그 모든 고양이과스러운 형용사들이
머리에 떠오를 것 같아요. 침착하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느껴지니까요. 이
차량이 다른 재규어에 비해 왜 좀 덜
재규어스러워야 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달리고, 주행 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E-PACE는 우리가 XE 살룬 그리고 F-PACE에서 각기 배운
바의 혼합체에요. XE는 뉴 E-PACE와 사이즈 면에서 가장
가깝고,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들 중 최고의 스티어링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벤치 마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XE 살룬과 동급의 스티어링 정확도를
원했어요.
하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한 정확도를
위해서 다른 쾌적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새
차량의 세련성과 정밀성은 적어도 다른 재규어 살룬들 수준에
준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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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S

터보: 150PS, 180PS,

터보: 249PS, 300PS

• 디젤 인제니움 4-실린더

엔진 옵션

• 휘발유 인제니움4-실린더

“침착하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느껴져요”

드라이빙�경험의�챔피언
MIKE CROSS - CHIEF ENGINEER
VEHICLE INTEGRITY

F-PACE로부터는, 재규어만의 특징인 저 인상적인
다이내믹한 퀄리티들을 좀 더 높은 라이드 높이인 이 차량으로
가져왔고, 이 점은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E-PACE는 실제로 우리의 작업을 약간 더 쉽게
만들어주었어요. 약간 더 컴팩트한 소형이이니까요.
기대하시는 바대로, 기본적인 특징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가지 핵심 면모는 새로운 시스템인, 액티브
드라이브라인 시스템이랍니다.
좋은 조건에서 꾸준히 주행할 경우, 최적의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주로 프론트 휠 드라이브를 하죠. 열악한 표면 위를
달리거나 강렬한 주행을 할 때는, 뒷바퀴들 간의 토크를 잘
분배하면서, 또 예를 들면 코너를 돌 때는 더 많은 토크를
뒷바퀴 바깥으로 추가하면서, 후방으로 파워를 전달할 수
있어요.
액티브 드라이브라인은 고전적인 재규어 리어 드라이브
느낌을 그대로 제공해주죠. 하지만 동시에 올 휠 드라이브의
절대적인 안정성도 함께 제공해요.

스릴�추구자
TASSILO HAGER - MANAGING EDITOR,
PLEASURE SNOWBOARD MAGAZINE

사실�전�여름철에�뮌헨에서�운전하는

겨울철�차량에서�저는�보통�한�좌석을�아래로�접고, 뒤쪽에

고전적인�차량�한�대가�있어요. 1985

보드�관련�가방을�던져�놓죠. 그러고는�그게 4월까지�그대로

차랍니다. 그�전에도�현대에�출시된

친구들도�태우는데, 그게�더�재미있으니까요. E-PACE의�뒤쪽

년산�재규어 XJS죠. 정말로�멋진

재규어를�한�대�소유했었지만, 눈이

가요! 부츠, 외투, 헬멧�같은�다른�물건들도�싣죠. 게다가, 저는
다리�공간과�트렁크�공간을�보니, 정말로�모두가�들어갈�수

오고�스노우�보드�시즌이�시작되면, 올�휠�드라이브, 지형�평정

있겠더라고요.

능력, 충분한�트렁크�공간이�있는�차량이�필요해요.

그리고�디자인도�마음에�쏙�들어요. 이런�차종에서�이와

SUV면�어느�것이라도�제게는�완벽해요. 전에는�두�대가

비슷한�디자인을�가진�차량은�아예�없어요. F-TYPE과 F-PACE

있었죠. 제가�제�겨울철�차량으로�재규어를�소유하지�않았던

에서�감지할�수�있는�재규어 DNA를�실제로�느끼시겠지만,

유일한�이유는, 이�회사가�지금까지�더�적은�사이즈의 SUV를

자신만의�개성을�가진�차죠. 제가�이건 ‘재규어답다’고�생각하는

만들지�않았기�때문이에요.

사실�전�더�컴팩트한�차를�선호하거든요. 그래서 F-PACE를

사랑하기는�하지만, 더�적은�사이즈의 E-PACE가�제겐�딱이죠.
아이들�한�두�명과�함께�타기에도�좋을�거에요.

거의�모든�것이 E-PACE에�있더군요. 그리고�그�어떤�소형 SUV
도�운전자가�이렇게�중얼거리게�만들지는�않지요. ‘난�지금
재규어를�몰고�있어.’ 이�점이�중요하죠.

옵션

•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 드라이브 팩 옵션

• 파크 팩 옵션

• 전방 후방 파킹 보조

• 후방 카메라

• 드라이버 컨디션 모니터

•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드라이버 어씨스턴스

“이와 비슷한 차량은 아예 없어요”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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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옵션

• 착용 가능한 방수 액티비티

• 파 워 제스처 테일게이트 옵션

• 1.3m 넓이 적재공간

(앞문5.3L, 뒷문4.3L)

• 각 도어 상의 깔끔한 저장공간

• 탈부착 가능 컵 홀더

• 10L 글로브 박스

박스

• 깊이가 있는 8.4L 센터 큐비

수납박스

• 혁신적인 스몰 아이템

동급 최강의 실용성

•스포츠쉬프트 기어 셀렉터

• 3 -스포크 가죽 스티어링 휠

스포츠 시트

• R-다이나믹 모델, 스탠다드

• 프리미엄 퀄리티 소재

드라이버 포커스드
인테리어

“객실은 아주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스포티한 성격과
리얼 드라이버 포커스를 갖추고 있죠”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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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개인맞춤형 터치스크린

• 최대 5개의 USB 충전 콘센트

• 스마트폰 앱 연결성 옵션

• 10” 차세대 터치스크린

• 4G Wi-Fi 핫스팟 옵션

모든 곳과의 연결성

E-PACE는 자신만의 개성을 가져야

드라이빙�경험의�챔피언
IAN CALLUM DESIGN DIRECTOR, JAGUAR

했죠. 즉, 우린 사람들이 이 차량의
고유한 특색 때문에 이 차량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E-PACE는
분명 하나의 재규어 차량이지만,

우리는 F-PACE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규어의 스포츠카와

살룬과는 다른 비율을 가진 차에 재규어만의 라인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E-PACE는 스포티해야 해요. 왜냐면 재규어 차량이니까요.

하지만 E-PACE는 그러한 스포티함을 엄격한 일련의 제한
내에서 발산한답니다. 사람들은 SUV에서 일정한 수준의

실용성을 기대하기 마련이고,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요소들
사이의 훌륭한 균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접근방식을 취했어요.

객실은 아주 실용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매우 스포티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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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트 옵션

• 21인치 얼로이 휠 옵션

• 매트릭스 LED

라이트

• 시그니처 LED 후방

• 매끈한 LED 헤드라이트

받은 디자인

경이로운 도로
존재감

•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재규어 스포츠카들에서, 매우

독보적인 그랩 핸들, 리얼 드라이버 포커스 같은 일부 디테일을
곧바로 가져온 바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적절한 소재, 적절한 디테일, 적절한

장인정신을 차량 전체에서 적용하면서, E-PACE의 퀄리티 감각
만들기에 혼신을 다했어요. 엑스테리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은 허리 라인을 따라 흐르다 후방 쪽으로

사라지는 주름이에요. 그 아래에는 거의 차체 한 면의 잘린 면
같이 보이는, 매우 분명히 보이는 접힘 면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재규어만의 우아함을 드러내며,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비주얼 군집에서 이 차량을 돋보이게 하죠.
우리 고객이 얻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고객은

심미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안목의 소유자들이에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이들의 관심을 얻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E-PACE는
그들에게 소리지르지 않아요. 제 생각에 E-PACE는 큰
속삭임으로 그들에게 말하지요.

PORTRAIT: CHARLIE GRAY

“스포티함을 뿜어내죠”

* 본 기사의 차량 이미지와 제원은 국내 출시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뉴 E-PACE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운행
중의 모습을 보려면 방문하시길 jaguar.com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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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XBLADES MEDIA HOUSE

UK 서머셋 출신 루크
배니스터는 이제 겨우
16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드론
레이서들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계 챔피언이다.
루크는 항상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파일럿 기술을
연습한다.

DRONE
RANGERS
전문 드론 레이싱의 새로운 판을 결정짓는 레이스
WORDS: Simon Par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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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

년 전 새해 첫날, 영국 서레이 출신의 37세 IT 네트워크 매니저인 개리
켄트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20시간을 쓰겠다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면서 거금의 상금이 걸린

드론 레이싱은 이제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다. 다양한 경쟁 리그들은
막대한 상금으로 레이서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스포츠의 성장세에
맞추어, 넥스블레이드 팀원인 루크 배니스터(오른쪽 위), 개리 캔트
(오른쪽 아래)도 중심 무대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비디오 게임 대회에 출전해오던 켄트에게 한 친구가 드론 레이스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 한 파일럿 그룹이 드론 레이싱을 하던 이 영상에서는 자신만의
LED 색상을 가진 드론들이 매우 빠른 속도를 뽐내고 있었다. 파일럿들은 VR

고글을 통해서 드론의 조종석 안에 실제로 앉아서 조정하듯이, 드론의 비행을

조정하였다. 켄트는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그의 손바닥에 딱 맞는 사이즈의
드론을 주문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도 드론은 오늘날 전문 영상 제작에서

작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택배 배달을 위한 드론이 상용화되었다. “곧바로 끌리고 말았죠.” 켄트가 말했다
. “그리고 첫 눈에 알았죠, 그게 저를 위한 물건이라는 걸요.”

켄트가 다짐했던 20시간은 1주일로 바뀌었고, 그는 많은 시간동안

취미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본인의 드론을 업그레이드하였고, 영국 브랙넬에

있는 스윈리 포레스트의 한 공터에서 열리는 드론 레이싱 동호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신이 일하는 컬리지의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저녁시간
이후에 혼자 텅 빈 체육관에서 레이싱 연습을 하곤 했다. 그의 수년 간의

아마추어 게이머 활동을 통해 연마된 공간 인지 능력과 재빠른 반응 능력은

그를 빠른 시간내에 뛰어난 파일럿으로 만들었다. 얼마 후, 켄트는 드론 레이싱
전문팀과 계약을 맺었고, 몇 개월 뒤에는 루마니아의 한 소금 광산에서 열린
드론 챔피언 리그(DCL)에 출전하여 150kph 이상 속력의 드론 주행 실력을
선보였다.

드론 레이싱이 시작된 건 5년이 넘었지만, 지난 12개월간 이 스포츠는

망울을 틔웠다. 수퍼 마켓의 주차장, 숲의 공지에서나 해보는 애호가들만의

기에서 전문 팀들, 연간 레이싱 일정, 수익 좋은 후원 계약, TV 권리 패키지, 켄트
같은 신흥 메가스타를 완비한 수백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변신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드론 시장의 성장은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가능케 하였다.

드론의 앞부분에 탑재된 초소형 카메라는 파일럿이 VR 방식의 고글을 착용하고
속도를 전문 레이싱에 적합한 속도로 증가시켰다. (현재로서는 배터리의
사이즈와 파워별로 참가 가능 레이싱 클래스가 나뉜다.)

평균 400m의 단거리 레이스는 통상 2분 동안 4~5 랩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이 레이스에서 드론의 속도가 200kph를 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토너먼트에서는
드래그 레이싱 이벤트도 있는데, 구름을 찢을 정도의 속력을 내야하는 해당

경기에서는 모든 배터리 에너지 단 한번에 레이스로 전부 소진할 수도 있다. 켄트가

소속된 팀의 일원인 넥스블레이드NEXBLADES는 현재 최고 기록 보유자인데, 그의
기록은 1.2 초에 0-100Kph로, 이는 F-Type SVR보다 빠른 속도다.

2016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 드론 프리World Drone Prix 레이스

참가를 위해 세계 최고의 드론 레이서들이 두바이에 집결했다. 150개 이상의
팀이 출전하였고, 우승자는 영국 서머셋 출신 15 세 소년 루크 배니스터였다.
그는 25만 달러의 상금을 가져갔다. “날개 달린 한 마리 새가 되어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환상적인 자유로움을 느꼈죠.” 배니스터는 이 레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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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리튬 배터리 테크놀로지의 진보는 드론의

드론 레이싱-작은
동호회에서
수백 수천만 달러
가치의 사업으로
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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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400M의 단거리 레이
스에서는
드론의 속도가200KPH를
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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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는 프로 드론 레이싱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일부 리그는 프레임과
배터리 크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외
다른 리그에서는 파일럿들이 스스로
원하는대로 드론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와 실패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인간 파일럿과 그들의 인지
능력, 조정 기술 및 반응 시간이다.

NEW TECH

대해 이렇게 말해주었다. “어려운 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이 비행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배니스터 같은 이야기들 덕분에, 드론 레이싱에 점점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작년 9 월에 열린 파리 드론 축제 Paris
Drone Festival에 맞춰, 파일럿들은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기를 펼쳤다. 이
경기를 관람을 위해 15만이 넘는 관중이 몰렸다.

“저는 이 스포츠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2011년

다큐멘터리 <TT3D: 첨단에 더 가까이>의 감독이자, 캔트와 배니스터가 소속된

올해 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레이싱 경기를 개최하고 해당 경기는 중국에서

가장 큰 TV방송사인 CC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미국이 운영하는 DR1 역시
주요 유럽 도시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포함하여 일련의 레이싱 경기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DR1은 포뮬라 1과 같이 파일럿들이 자신의 드론 사양을 직접
설계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DRL은 모든 경쟁사가 동일한 사양의 드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드론 레이싱 관련 연구원들 역시 기술 혁신을

넥스블래이드 팀의 창립자인 리차드 드 아라구에스의 말이다. 수상작을 낸

주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올해 안에 드론의 배터리는 4S급에서 5S

내주고 말았다며 자못 서글픈 어조로 말하는 드 아라구에스는 세계에서 가장

되면 큰 폭으로 전력 증대가 될 거에요. 그 전력은 장거리 레이스 또는 기본 속도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자신의 본래 직업은 최근 몇 달간 이 스포츠에 자리를

강력한 정도의 파일럿 팀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전세계 상위 5 위 안에 드는
파일럿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팀의 파일럿들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국가대표들을 물리쳤고, 라이벌 리그들에서

인

대부분의 탑클래스의 파일럿들도 이겼죠.”

체 내구력 레이스인 터프 머더Tough Mudder 시리즈를 창립하는
데에 일조했던 미국인인 니콜라스 호백즈위스키가 공동 창립한
리그인 드론 레이싱 리그(DRL)에 지난 18개월간 2천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되었다. 그는 “나의 목표는 드론 레이싱 스포츠 업계를

장악하고 이 스포츠를 전세계적인 스펙터클로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DRL은 이러한 목표 타켓에 알맞게 잘 성장하고 있다. ESPN, 스카이 스포츠Sky
Sports 같은 거물 파트너들과 전 세계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2017년 경기들에 대한 방송 계약도 맺었다. “사람들이 스포츠로 정의하는

급, 그리고 6S급으로 업그레이드될 겁니다.” 드 아라구에스의 말이다. “이렇게

증가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3D 공간을 통해 모기만큼 작은 기계를
추적하는 일이 많은 방송사들 역시, 드론 제작자들에게 더 큰 프레임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쿼드가 더 커질수록 더 잘 빛을 내고, 물리력이
더 좋아진다.’고 드 아라구에스가 말한다. “우리는 700mm 프레임으로

테스트를 수행했죠. 이정도 크기의 드론이 최대 속도를 내고 날면, 블랙 호크
같은 소리를 내요.”

드론의 성능과 사이즈가 커지면, 관련 예산도 함께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아라구에스는 드론 레이싱이 민주적인 스포츠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쿼드를 제작할 수 있죠. 카트

레이싱나 모토 레이싱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건
마이크로 레이싱일 거에요. 4가지로 구성된 팩 하나를 구입하면 집에 레이싱

경주도 할 수 있죠. 아이들은 제트 전투기가 아니라 잠자리로 훈련할 수 있고요.”
세계 챔피언인 배니스터가 생각하는 드론 파일럿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범위가

사용하는 드론의 모델 사양이 아니다. “재빠른 손과 눈의 조화, 높은 집중력,

스포츠의 스티브 스미스가 드론 레이싱이 스포츠라는 범주에 잘 맞지 않는다는

재능 있는 어린 파일럿에게 안정적인 직업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공표하는 최근 기자 회견 자리에서 스카이
주장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DRL은 F1 레이싱 카의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일 보험 회사 알리안츠 Allianz와 최근 후원 제휴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
레드불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 성취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스포츠를

통해 하고 싶어요.” 알리안츠의 장 마크 빠이욜의 말이다. “드론 레이싱을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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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를 개최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리그는

주요 스포츠 중 하나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드론 챔피언스 리그(DCL)와 같은 경쟁 리그들은 세계의 유명한 장소들에서

그리고 차분한 마음이 필요해요.” 드론 레이싱은 아직은 모터 스포츠 분야처럼
모르지만, 승리하여 톱 경쟁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에서 풀 타임 선수로
일하는 몇 명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처럼 도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드론레이싱이 스포츠로 정착하기엔 아직 초기 단계니까요.” 켄트의

말이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어린 남자아이도 있죠. 그 정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아마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래요, 가능할 거에요. 지금 제겐 너무 위험부담이 크죠. 그래도 그게 제

목표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것과도 같죠. 일한다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아요.”

리차드 드 아라구에스
(왼쪽)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의 경력과,
넥스블레이드 팀의
창립자라는 지위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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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

CHARGING UP
THE GRID
제이슨 발로(Jason Barlow)는 팀워크와 세세한 사전준비와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의 힘을 키우는 것에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멕시코시티 포뮬라 E 레이스
행사가 예정된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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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의 아우또드로모 헤마노스 로드리게즈 레이스 트랙은

놀랍게도 해발 2,240m(7,340ft)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공원 하나를
따라 2.1km 굽이굽이 뻗어 있다. 수많은 도시 공원들이 2,200만

거주민을 거느린 무거운 이 메가시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에 무려 350만 대나 되는 자동차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태는
심각한 교통 마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팀은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한편, 멕시코시티 레이스 같은 행사가 예정된 주의 팀 일정은 거의

군사적 정확성으로 짜인다. 일정은 수요일 정오에 시작된다. 지원 팀이

짐을 풀기 위해 차고로 들어가면서 일정이 시작된다. 레이스 엔지니어와
기술전문가들은 팀이 새로운 결승점에 도착할 때 최대 속도를 내는 데

필요한 수많은 브리핑 중 첫 브리핑을 갖는다. 트랙 위와 밖에서 진행되는
준비 과정을 살펴보는 이 독점적인 여정에 함께 해보시길.

DOING THEIR
HOMEWORK

재규어 레이서인 아담 캐롤

(Adam Carroll)이 말하듯,

멕시코시티 자체는 레이싱하기에 독특한
난제가 있다. “우리는 아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레이스를 해야하므로, 더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세션이 중요한

준비과정이에요. 이번 멕시코 대회를 위해

우리는 추가적으로 로프보로Lough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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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팀과 함께 고지 훈련도 했죠. 덕분에 전
제 심혈관 심박수를 향상할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팀이 멕시코로 떠나기 전에

대규모 연구와 준비가 UK에서 진행된다.

캐롤을 담당하는 레이스 엔지니어 패트릭

땅을 디딘 발들: 레이스 엔지니어 패트릭 코리(위, 오른쪽) 그리고 팀이 멕시코시티 트랙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레이스를 준비할 때,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코리 (Patrick Coorey)는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운 트랙에서 레이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약 4주 전에 CAD 도면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시각자료는 으레
상세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맵이죠. 우리는
이 맵을 이용해 트랙의 특성을 배우고 다른
트랙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 옵션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한 랩(lap)에 가장

효율적으로 연료를 활용하고 집적하는 법을
찾아내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전에 이 트랙을 주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도착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캐롤이 이어 이렇게 말했다.
“아주 작은 구멍이나 장애물 확인을 위해
실제로 그 장소에 직접 가보긴 해야해요.

그래도 그 전에 우선 해당 트랙을 미리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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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

EFFICIENCY
GAINS

“다른 레이싱 시리즈와
비교해볼 때 포뮬라 E

레이스는 많은 차이와 난제가 있어요. 다른

시리즈들은 대개 너무나도 훌륭하죠!” 코리가
이 시리즈의 셋업에 관해서 내뱉는 말이다.
“재규어의 차량들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요. 주행이 진행되면서 연료를 연소하고
점차 가벼워지는 일반적인 레이싱 카와는
다르죠. 어떤 레이싱 카든 주행자에게는

한계가 주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포뮬라 E 레이서들은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성취해야 해요. 이들은 시작점과 코너에서
조금이라도 속력을 내는 새로운 기법에

적응하고 또 그걸 배우죠. 차량의 주행력을
남김없이 활용할 수 있어.”

“예행 연습과 본선 모두에서 동일한

성취를 하려면 엄청난 팀워크가 필요해요.”
덧붙이는 말이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다시 속도를 내며 차량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려면 새로운 테크닉이 필요하죠.”

새로운 장소마다 그곳만의 독특한 과제와 대면하게 된다. 레이서 아담 캐롤(아래, 왼쪽) 그리고 미치 에반스(아래, 오른쪽)를 위해 예정된
준비과정에는 트랙 위와 밖에서의 육체적, 기술적 트레이닝이 포함되어 있다.

FACTS AND FIGURES

880KG

주행자�무게를
포함한�총�무게

레이스�도중�한�레이서에게�허용�된
연료는�무연�휘발유 5.8리터 뿐

차량�주행력 :

단 3 초만에 0-60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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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미치 에반스(Mitch Evans)가

ELECTRIC
ATMOSPHERE

포뮬라 E는 어마어마한 양의
활동을 짧은 경주 시간에

압축해 넣는다는 점에서 시간 효율성이 높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금요일 하루는 30

분 단위의 경기로 분절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팀이 출전했다면, 이들은 8시 30분에 핵심 ‘e-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즉, 전기차는 그 자체의
과제를 제시하며, 각 레이싱 시리즈만의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언제나

모든 이들이 전부를 브리핑 받는 일은 대단히
중대하다.

오전 9시 30분, FIA는 검사 과정을

시작하고 동시에 레이서들은 트랙 워크를

진행한 후, 10시 30분부터 의무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한다. 차량들은 12시에서 오후 8
시 사이에 완전히 충전되고, 그 후 FIA 보안

바코드 스티커와 유선 씰을 제공받는다. 밤 11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팀은 여러 레이스 결승점을 함께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레이서 모두가 임박한 경기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잘 알 수 있다.

시 무렵이면 파크 퍼미 (안전한 곳에서 대기)

상태가 적용되는데, 이로써 차량들은 레이싱에
나설 준비를 마친 것이다.

레이싱 자체는 강렬하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상호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된다. 멕시코 팬들은 이러한 점에

열광하며, 헤마노스 로드리게즈 트랙의

웅장한 경기장 구역을 만들고 또 전기 차
느낌의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다음

사항들은 통례적인 규모를 초월한다. 한 경기
당 평균 약 30만명의 생방송 시청자가

예상되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만 평균 6백만 명 이상이 관심을

PHOTOGRAPHY: LAT PHOTOGRAPHY
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표하고 있다.

리어 서스펜션

이 리어 서스펜션은 블로우 오프 밸브가
있는 4회로 조절 댐퍼가 특징이다.

변속기

재규어 레이싱의 맞춤형 외륜 연속
변속기는 주행자가 주행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적절한 도구다.

동력 장치

I-TYPE은 재규어 레이싱의 MGU(Motor Generator Unit)로 구동되며, 한 개의
동기식 영구 자석 AC 전기 기계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200kw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재규어 레이싱의 MCU(Motor Control Unit) 그리고 고효율 탄소 함유
인버터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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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PREPARATION

드디어 토요일이 되면 다른

레이싱 시리즈들과 포뮬라 E

시리즈 간의 또 다른 핵심적 차이가 분명히 볼
수 있다. 미치 에반스의 말이다. “다른

시리즈가 2-3 일로 쪼개어 진행하는 걸 단
하루에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포뮬러 E는 두 개의 무료 연습 세션,
예선, 슈퍼 폴, 본선을 모두 하루에 치릅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빠르게 진척되는 아주

빡빡한 하루라는 걸 뜻해요. 주중과 주말에
계획된 미디어 활동도 있어서, 경기 당일이
레이스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모니터링 트랙의 조건, 상대방의 작전의 모니터링부터 의사소통 및 에너지 사용의 관리까지:
레이스 전략 관리에는 안정된 일 처리 그리고 전체 그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늘 필요하다.

정신적으로도 잘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전 6시 30분 파크 퍼미가 열리는

순간부터 경기 당일은 10 분 또는 15 분

단위로 나뉘고, 경기 일정은 한층 속력을 낸다.
트랙 검사, 안전 차량 연습에 이어, 레이서

아담과 마치는 마침내 45 분간의 연습 세션을
위해 트랙에 오른다. 그리고 그 후에 상세
브리핑이 이어진다. 예선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12시에서 12시 45분 사이에

진행된다. 또 하나의 포뮬러 E 혁신으로, 상위
5개 차량이 폴 포지션을 놓고 경쟁하는 슈퍼
폴 슛 아웃은 12시 45분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 즈음 되면 차량들의
열기는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FACTS AND FIGURES
운전대

운전대에 일체형으로 통합이 된 대시 보드가
특징인, 비 보조 랙 그리고 피니언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작동된다.

바퀴와 타이어

I-TYPE은 젖은 상태, 마른 상태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18 인치
맞춤형 미쉐린 타이어 4 개를 장착하고 있다. 브레이드 레이싱
마그네슘 림에 장착된 프론트 세트 타이어는 최대폭이 260mm
이며, 뒤쪽 세트는 305mm다. 최대 직경의 경우, 프론트 세트가
650mm이며 뒤쪽 세트는 690mm다.

브레이크

I-TYPE의 카본 레이스 브레이크는 뒤 차축에
있는 MGU를 통해 자동차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기능도 탑재하여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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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MOMENTUM

멕시코 시티는 포뮬러 E의
25 번째 레이스였고, 예선

시간을 간략히 살펴 보면 이 시리즈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경쟁적인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주 시작 후 트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강도와 무수한 기준은 이

시리즈만의 독특함이다. 코리의 말이다.

“전략을 관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레이스 당일은 팀이 자신들의 신중했던 준비를 보상받는 시간이다.
일단 엔진이 작동되면 디테일을 살펴야 하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길을 열어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또 매우 재미 있어요. 타이밍,
TV 피드, 레이스 통제소에서 오는 메시지,

경쟁자들, 연료 사용량과 잔여량, 배터리 온도
같이 모든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레이서와 소통하며

우리의 연료를 어떻게 최상으로 사용할지
결정해야 해요.”

결국 고된 준비와 훈련은 예선과 본선

모두에서 보상을 받았다. 예선에서 캐롤은

그리드 상 12 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1위

올리버 터베이보다 겨우 0.841초 뒤진 속도에
불과하다. 미치 에반스의 첫 기록은 그보다

겨우 0.01초 느리다. 결론적으로 이 레이스는
재규어 역사상 최고의 결과였다. 에반스는 4

위를 차지했고, 우승자는 루카스 디 그래시가
가져갔다. 캐롤은 불과 몇 초 뒤져 8위에
그쳤다.

“우리의 리듬은 좋았고, 전 정말 좋은

에너지 레벨로 빠르게 질주했어요. 더블
포인트로 끝마치는 건 팀으로선 대단한

일이죠.” 에반스의 말이다. 팀 감독 제임스
바클레이(James Barclay)는 이렇게

덧붙였다. “단 4 번의 레이스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는 건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징조에요.

PHOTOGRAPHY: LAT PHOTOGRAPHY

우리 팀과 같은 새로운 팀에게는 자체의 힘을

시즌 1과 2에서�배터리로
구동되는�포뮬라 E 레이싱�카들은
모두�합쳐�총 119,000KM의
거리를�주행했다. 이는�곧�지구를
세�번이나�도는�거리이자
지구에서�달까지�뻗은�길의�약
1/3에�해당한다.

보강할 에너지를 주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냈던 길고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과 함께, 팀은 일정을

끝내고 장비를 챙긴 뒤 옥스포드셔의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곳에서 곧 모나코에서

개최될 다음 대회의 준비가 곧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방문하시길
jaguarracing.com

1 개의�포뮬라 E 배터리는 200KG의�리튬�이온�전지를�장착하고
있다. 이것은 300 대의�노트북�배터리�또는 4,000 대의�스마트
폰�배터리와�맞먹는�수준이다.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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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 RVIEW

TIME LORD

장 끌로드 비버는독보적인 열정 그리고 시선을 잡아당기는 창의적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규어는 시계 산업의 무서운 신동이자, 생기 넘치는 CEO를 만나 그만의 영감의 원천이 무엇
인지, 시계에는 왜 영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WORDS: Michelle Mussler
PHOTOGRAPHY: Dirk Bruniecki

장 끌로드 비버는 시계 제조업의 원대한 선구자로, 럭셔리 제품 제조업체 LVMH
의 시계들이(휘블로, 태그 호이어, 제니쓰처럼 수십 년의 전통을 갖춘 브랜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도, 카라 델러빈 같은 유명 인사들이 다시금 찾는 브랜드가
되도록 만든 인물이다.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손목의 시계보다는 포켓 속

스마트폰을 찾아보는시대에 비버는 회사의 시계 산업을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기까지 했다. 2016년 경쟁 업체들이 15% 판매실적 하락을

경험했을 때, 태그 호이어는 무려 12% 라는 매출 증가 실적을 냈다. 이제 이 생기
넘치는 CEO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알도 마가다에게서 2017년 초

그가 떠난 브랜드, 제니쓰 를 인수해 이를 이끄는 일이다. 마치 정교하게 눈금을

매긴 하나의 시계처럼, 비버는 이 시대의 완벽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 매일 오전 3
시에 일어나 주당 80시간을 통상 할애하는데, 아직은 이 시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답을 얻고자 우리는

세계의 시계 제조 수도인 바젤에서 이 창의적 천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버씨, 당신은 이 일을 40년 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8세이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을 시간에 이메일을 보내시고 있어요. 어떤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열정이죠. 순수하고 단순한 열정 말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면 수년 전 은퇴했을
거예요. 이 일이 재미없었다면, 오래 전에 가방을 싸서 북극이나 부탄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대학으로 돌아가서 인문학 학위를 받았겠지요. 아니면

책을 읽거나 스포츠를 다시 해보거나 소를 돌보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 목록이야
끝이 없겠죠.

하지만 당신은 마라톤을 할 예정이잖아요.
뉴 태그 호이어 모듈러 45 스마트
워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 끌로드 비버는 전체 생산
공정을 스위스 국내에서 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스위스 라 쇼-드-퐁드에 위치한
태그 호이어 본사에 완전히
새로운 제조 시설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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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죠! 저는 이제 막 자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진행해야 할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시계 산업에서 해볼 만한 건 거의 전부 하셨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이십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당신 나이에 은퇴 계획을 세워요. 계속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보는 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산업이 향하는 방향을
예측하는 실력자인 비버
는 그의 경력 내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성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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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계라도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해요.”
TAG H E U E R M O D U L A R 45

이 일은 자아 성취 같은 것도, 무언가를 성취하길 소망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태그 호이어 모듈러 45는, 이 스위스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내 가족이 괜찮은 한, 돈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시계제조업체의 첫 번째 스마트 워치인 태그
호이어 커넥티트(2015년 출시)의 후속작.
모듈러 45는 스마트 워치 시장을

평정하겠다는 이 그룹의 첫 번째 시도의
성공을 잇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비버가

실행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담한 작품으로

홍보되고 있다. 넓이로는 45MM, 두께로는
13.75MM까지 측정하며, 케이스, 팔찌,

러그와 베즐 같은 호환성 있는 여러 구성물로

이미 저는 4개의 시계 브랜드를 이끌었죠.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건 제가 이 직업에 느끼는 열정이죠. 저에게 그건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저를 깨어 있게 하고, 힘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해주죠. 비전을
제공해주고, 많은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열광시키는 건 바로 시계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 분들은 많은 것을
되돌려주시고요. 은퇴란 이러한 일과 그 분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걸 뜻하고,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일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안 된 이유이지요.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모든 패션으로

언제나, 일을 하시는 내내 혁신을 해오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태그 호이어의 새로운 제조 시설의 고품질

거의 직감에 의합니다. 저녁 먹을 때나 스키 탈 때 아이디어는 그냥 찾아와요.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 라 쇼-드-퐁드에 있는
재료로 디자인 및 제작되었으며, 태그

호이어만의 정밀 시계 제품으로의 동일한

스위스제 품질 보증이 명시되어 있다. 최고급
럭셔리 시장을 겨냥하며, 인텔 아톰 Z34XX
프로세서, 512MB 메인 메모리, 4GB 저장
공간 등 다른 스마트 워치들과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며, 수심 50미터까지

방수 가능하다. 진동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기울기 탐지 센서, 마이크, 진동/촉각 엔진,

환경광센서, 혠, 와이어리스 지불을 위한 NFC
지불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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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속 얻으시는 건가요?

저는 트렌드를 감지하는 꽤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런던, 도쿄, 뉴욕, 베를린
같은 중대한 트렌드 주도 도시를 방문할 때 쉽게 영감을 얻는답니다. 12년 전,

일본에서 사람들이 검정색 플라스틱 시계를 파는 걸 봤고, 검정색 세라믹 시계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 시계는 휘블로 빅뱅 올 블랙이 되었고요.
그 뒤로 이 제품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모방했었어요. 비슷한 일이 형광색

시계를 개발했을 때도 일어났죠. 이 시계는 3년 넘게 우리의 라인업에 있었어요.
네온사인색은 지금은 한물 간 1980년대 트렌드였고요.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최신 트렌드를 탐지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최고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어느 것이
트렌디하고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계속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INTE RVIEW

뉴 태그 호이어 모듈러 45는 최근 시계
시장의 침체를 이겨내려는 시도다.
보통 디지털 시계제품과는 매치할 수 없는
럭셔리한 느낌을 제공한다.

사실 제 막내아들이 제 트렌드 탐지꾼이에요. 열일곱 살인데 저에게 늘

창의성, 정체성 그리고 품질이죠. 이 점은 결코 변치 않을 거고, 제니쓰의 진정한

녀석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브랜드들에 대해 아주 많은 걸 가르쳐준답니다.

파트너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르쳐주지요. 내 선배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까봐 두렵죠. 내 아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브랜드를 탐색하려고 이곳저곳을 자주 여행해요. 바로

성공 스토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와 레인지로버와의 협력과 같은 현명한

이런 방식으로 팰라스Palace, 수프림Supreme, 오프 화이트Off White 같은

“시계란 모름지기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당신의 유명한 발언을 생각나게 하는

진짜로 제게 일감을 던져 주었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태그 호이어와

어떤 시계라도 특별한 매력 있어야 해요. 또한 시계제조자가 창조하고

선수를 쳤잖아요. 그 길로 가야 한다고요! 먼저 할 수도 있었어요.”지금은

처음으로 착용했던 올 블랙을 늘 차고 있는데, 이것이 제 행운의 부적이라고

브랜드를 알게 되었죠. 수프림이 루이 뷔통과 협업한 뒤에, 제 아들 녀석은

수프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3년 동안이나 제가 말해왔었는데, 루이 뷔통이
디올과 함께 일하는 래퍼 A$AP 록키와 같은 경우겠죠. 말인즉, 알렉 모노폴리,
벨라 하디드, 카라 델러빈은 그 아이가 낸 생각이었고, 이들은 태그 호이어
브랜드 대사랍니다.

제니쓰에서 새 직위를 맡으셨어요. 다른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처럼, 제니쓰도
지난 몇 년간 어려움에 직면했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회사의 전 부분을 소상히 살펴보고, 직원들 하나하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계획입니다. 밤늦도록 회사에 남아 있기도 해요. 이 제조업체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보려고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시계제조라는 예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술이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목이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죠?

전달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시계는 부적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굳게 믿고 죠. 그런데 자동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차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운전 경험이 단순한 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어야

해요. 한때 저는 4.2 리터 엔진을 장착한 1966년 산 재규어 E-Type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냄새, 문 닫을 때 나는 만족스러운 소리, 엔진

소리.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냈었죠. 저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은은히 내뿜는 자동차들, 장인이 만든 자동차들을 선호한답니다. 이런 차에는
영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니쓰에서 이번에 일하게 된 것이 당신의 마지막 큰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대화를 나누어보니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사업의 측면에서 다음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속 혁신적이어야 해요. 1초의 1/00 가까이 측정할 수 있고, 특허권을

제니쓰는 제가 리드하게 되는 다섯 번째 시계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디파이 엘 프리메로Defy El Primero 21”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일이 일어날 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 75세가 되면, 아마도 차츰

획득한 두 개의 카본 코일 스프링을 자랑하는 뉴 제니쓰 캘러버가 21세기를
이유랍니다. 제니쓰의 최고의 대사는 전통, 그리고 문화와 짝을 이룬 제니쓰만의

이것이 마지막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무슨
속도를 늦출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아마도’에 방점을 두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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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AMES
하지만 다음의 디자이너 세대들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앞으로, 임스의 유산인
급진적이고 솔직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의 전통을 이어갈까?
세계 무대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뛰어난 크리에이터 몇몇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 세계의 차세대 모더니스트가 될
준비가 된 유망주를 찾아서 말이다.
WORDS: Henrietta Tho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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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찰스 임스 탄생 110주년이다.
아내인 레이와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 듀오 중 하나였던
바로 그 찰스 임스 말이다.
게임의 룰을 바꾼 경이로운 가구, 상품, 필름, 책
그리고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들은
20세기 중엽 모던 스타일의 전형이 되었고,
이 스타일은 여전히 세련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다.

STUDIO SWINE
JA PA N / E N G L A N D
SWINE은 지극히 넓은 다분야간 새로운

탐험가들 (Super Wide Interdisciplinary
New Explorers)의 약자로, 이것이야말로

이 디자인 듀오가 하는 일을 정확히 정의한다.
일본 건축가 아주사 무라카미 그리고 영국

예술가 알렉산더 그로브가 ,임스 커플처럼,
공동 창립한 커플 디자인 팀으로
디자인 스타일은 독보적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디자인과 창의성의 새로운
방향은 아름다운 사물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혁신적이고 재치
넘치는 과정 및 재료를 사용하여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 머리카락, 용해된

캔, 바다에 파묻힌 플라스틱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생각을 자극하는 예술품,
필름, 럭셔리 제품을 만들어낸다.

아래와 왼쪽 페이지의 사진의 작품들은 그들

의 인기 높은 작품인 포드란디아Fordlandia
의자인데 가황 처리된 아마존

고무, 황, 아마인유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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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NO JAHARA
BR A ZIL
유럽에서 디자인 공부를 마친 후, 리우에 자리를 잡은 브루노
자하라는 새로운 브라질의 디자인 세계를 열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챔피언 디자이너다. 그는 생동감이 넘치고 아
름다운 그의 작품을 통해 브라질에 대해 대변하고,

거대한 다문화 국가인 브라질을 풍부한 자원, 디자인적인 혁
신 그리고 장인 정신의 나라로 그들만의 고유한 디자

인 아이덴티티를 굳히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삶의 문제를 해
결해가는 사람들의 능력은 특히 그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색을 입힌 나무 조각들로 만든 그의 첫 번
째 가구인 네오루스티카Neorustica는 빈민가에

거주하는 브라질인들의 열악한 삶을 조명하는 것을 의도했
다. 마찬가지로, 그의 바투카다Batucada라는 작품의 양각

알루미늄에 감싸인 램프와 관의 라인은 브라질 빈민가에서
악기로 대신 사용하던 냄비에서 그 형태를 빌려왔다.

48

THE JAGUAR

PHOTOGRAPHY: JAHARASTUDIO, ANDREAS BERGSAKER, MARCIN RUSAK

DESIGN

ANDREAS
BERGSAKER
N O R WAY
코펜하겐에서 정착한 노르웨이인인

안드레아 페르니난드는 경쟁력 높기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유명한 디자인 브랜드인 HAY가 잠정
적으로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는 그래서 크게 놀랍지 않다.

흔하고 일상적인 것을 한결 더 아름답

게 만드는 데에 뛰어난 그는 제품의 물
리적인 수명을 연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지속적인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

는 일에도 능하다.오른쪽의 싱귤래러
티 Singularity 꽃병 같이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촉각의 느낌에 포커스를

맞춘 그의 작품들은 평생 소장하고 싶
은 작품으로 인기가 많다.

MARCIN RUSAK
POLAND
마씬 루삭은 꽃에서 영감을 얻는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꽃 재배업자였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계의 장식 가능성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화원 업계에 대한 진지한 조사 끝
에, 그는 전통적 꽃잎 모티프에서가 아니라 식물
쓰레기 재사용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
특수 개발된 합성수지에 녹아 든 꽃으로

미묘한 느낌을 표현한 (그리고 소장가치가 높은)
가구, 조명, 표면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루삭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으로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소비에 질문하고 삶의 세목을 살펴보라고

권유한다.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루삭의 플로라
페르마Flora Perma 컬렉션 속 ‘얼어

붙은’ 꽃의 경쾌한 패턴은 새로운 화석화된 대리
석 효과를 위해 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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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스튜디오 빗은 헬레나 요한손과
베로니카 대그네르트가 산업
디자인과 패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그들
각자의 분야를 융합하기 위해

2010년 스톡홀름에서 창립하였다.
자신들의 기술을 가구, 조명,
공간에 쏟아 넣는 등 재료에

심취한 이 미니멀리스트들의 디자

인젇인 특징은 우아한 침착함과 시
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숱한 소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는 고요함과 같은 민감하고

섬세한 성질이 꽤 훌륭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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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É DUCHAUFOUR-LAWRANCE
FR ANCE
프랑스에서 태어난 노에 뒤쇼포-로렝스는 조각가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자연스러운 형태와 부드러
운 유기적 라인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그의 작품들은 늘 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구의 일부로 영감을 주는 인테리어 기능까지 한
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한 스케치 레스토랑에서 예술 감독을 역임했는데, 그의 인테리어 덕에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장소 중 한 곳이 되었다. 뒤쇼포-로렝스는 자기 스튜디오를 세워 에어 프랑스 비즈니스 클라스 라운지와 같은 프

레스티지 프로젝트와 파리의 입생로랑, BSL 갤러리 같은 기업의 매장 컨셉을 수임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차세대 모더니스트들처
럼, 그는 조약돌, 풍경 그리고 흐르는 물 같은 자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그의 나트로스코피
Naturoscopie I 선반은 이러한 작품들 중 하나로 현미경으로 본 식물의 세포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

WAYNE BURGESS

재규어 스튜디오 감독,
프로덕션 및 SVO 프로젝트 디자인.
시대를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의 중요함에 대하여

A SHARED
LANGUAGE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기 모더니스트들의

철학과 작업 그리고 재규어 디자인의 철학과
작업에는 분명 유사점이 있어요.

예컨대 노에 뒤쇼포-로렝스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은–그것이 파리 CDG에 있는 에어 프랑
스 라운지 같은 완성된 인테리어 환경이든,
해비타트나 에르메스를 위해 디자인된

진중한 가구 제품이든– 재규어 디자인에서

도 발견할 수 있는 형태와 볼륨 상의 압도적
인 우아함과 단순감을 전달해주죠.

그의 작품은 자연스러우면서 유기적인 형태
와 기계적이면서 선형적 요소를 잘

결합하는데, 그 방식은 차량 외관과 인테리
어 디자인 양자에 대한 규어의 접근

방식과 공명해요. 재료 선택 이 곧 물질의 전
체적 형태를 이끌어내는 그의 방식은

우리가 차량 실내외의 나무, 알루미늄, 가죽
을 처리해 탑재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환경 내의 ‘웰빙 ell-being’
그리고 평온함의 느낌을 증대를 위해 빛을
다루고 조작하는 방식은 차량 실내

조명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전적으로 유사하
지요. 이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 여유 공간을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다는 철학입니다. 좀 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의 작품은 종종 ,자신의 아이 이
름을 임스라고까지 지을정도로, 임스에게

크게 영향 받은 위대한 디자이너 로 사리넨
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죠. 개인적으로는,
임스에서 시작되고 사리넨

으로 연결되며 뒤쇼포-로렝스로 연결되는
디자인의 언어적 혈통이 분명 있어요.

이는 디자인이 시대를 타지 않고 진정한 영
속성을 성취하려면 순수하고 단순하며

깊이 생각되어야 한다는 제 주장에 힘을 실
어주는디자인의 언어를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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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
isn’t
she?”
...피터 오툴 (Peter O’Toole)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리고 잠시 우리는 그가,

빠리의 한 대저택 밖 어느 모서리에 서 있는 담황색 E-Type 로드스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햅번은 그녀의 큰 눈을 차에서
오툴에게 돌리더니, 이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눈을 제자리로 돌린다.

한밤중에 자기 아버지 예술 소장품을 훔친, 그녀가 방금 만난 어느 멋진 영국
남자를, 이 아름다운 스포츠 카와 연결해 생각해보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시간당 150 마일 이상 갈 거에요.” 그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빠져 나가기에
유용할 거에요,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흠. 강도 사업이란 것, 꽤 할 만 한가 보네요.” 운전자 좌석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햅번은 말한다. 그녀는 아이보리 레이스 트리밍이 달린 짧은 핑크
네글리제 위에, 심홍색 새틴 재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고무장화를 신었다.
그녀는 마치 꿈처럼 보인다.

이들은 그 재규어 차량에 관한 토론을 이어간다. 그는 말한다. “이건

(누군가) 훔친 차에요. 전 훔친 차는 못 몰아요.” 그녀는 이렇게 응수한다. “저도
같은 원칙이에요.” 그가 대답한다. “기어 네 개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요.”

지금 그녀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건, 몇 분 전, 모르는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녀가 벽면에서 플린트록 권총을 낚아 채 총을 쏘았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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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한없는 시크함을 뽐낸
오드리 햅번은자신만의
스타일로 현대 패션사의
한획을 그엇다. 리차드
윌리엄스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 아이코닉한 여배우와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백만 달러의 사랑>에
나오는 담황색 재규어
E-Type 로드스터와
햅번이 입은 의상의
조합은 패션, 영화,
자동차역사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즉, 햅번
자신의 상징적 유산과
더불어 영속되는 하나의
이미지의 가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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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총알로 인해 그의 팔에 경미한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는 무장 해제되어, 그에게 온화해진다. “호텔 리츠” 그가 행선지를
지시한다. “방돔 광장에 있어요.” 그녀가 응수한다. “어디 있는지, 저도 알아요.
이제 보니 당신 아주 시크한 강도군요. 그렇죠?”

시크함이라면 햅번이 잘 아는 분야다. 젊은 패션 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y)와 협력하여, 자신의 작은 얼굴과 날씬한 체형을
이용해서 그녀는 미의 새 기준을 창조했다.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아니타 애크버그 (Anita Ekberg)의 1950 년대식 가슴 풍만한 달콤함, 그리고
수지 파커(Suzy Parker)와 리사 폰사그리브스
(Lisa Fonssagrives) 같은 보그 모델의 따라갈
수 없는 오만함의 미에 대한 대안이었다. 현대
여성들은 그녀의 베이직 스타일을, 즉 좁은

검정색 바지, 검정색 발레 펌프, 평범한 검정색

터틀넥, 큰 선글라스, 그리고 아마도 포니 테일
헤어스타일을, 일할 때나 놀 때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1954 년, 지방시는 햅번에게 그녀의 두

번째 영화 주인공인 사브리나를 위한 의상을
처음 제공한다. 둘의 첫 만남이었다. 분명 이

디자이너는, 그녀가 자신이 기대했던 캐서린

햅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는, 이 만남에서

잠시 실망했다. 외모로만 봐서는, 그처럼 인기
없던 어느 스타의 의상을 만드는 일에 기뻐할
1950년대 패션 디자이너는 거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블레이크 에드워드(Blake

Edwards)의 1961년작 <티파니에서의 아침
Breakfast at Tiffany’s>에서의 홀리

골라이틀리를 연기했을 때 그녀가 입었던

의상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자그마한
검정색 의상은 그때까지 없었다.

“일종의 결혼이었죠.” 지방시는 언론인

드루실라 베이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우정이
자라났고, 더불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자라났죠. 전 언제나 오드리의 취향을

존중했어요. 단순함을 좋아했다는 점에서

그녀는 여느 다른 영화 스타들과는 달랐죠.”

“그의 옷은, 입으면 내가 내 자신이 되는

유일한 옷”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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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백만 달러의
사랑>에서
그녀의 연기는
지방시의
2시간 짜리
캣워크 쇼와
유사하다.”

햅번이 패션과 특히
위베르 드 지방시와
맺었던 관계는 그녀의
빅 스크린 커리어 내내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는 개성의 창조자에요.” 가족들이 처형되거나
추방되었던, 나치 점령의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소녀, 수용소로 수송되고

영양실조로 거의 사망했던 유대인들을 목격했던 소녀, 1948 년 발레 램버트와

함께 발레 장학금을 받아 런던으로 떠났던 소녀에게 그런 개성이 부족했다는 건
아니다. 지방시는 그저 그녀의 결정적 특성을 강조했고, 그녀를 보다 더 그녀

자신이 되게 만들었다. 비록 그것이 모든 이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2 차
세계대전 전, 그녀 같은 외모는 아무도 갖지 못했어요.” 사진가 세실 비튼

(Cecil Beaton)이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이제 수천 가지 모방들이 출현했죠.

그

쥐가 갉아먹은 듯한 머리와 창백한 빛의 얼굴을 가진 여성들이 잔뜩 나온 거죠.”
녀가 37세일 무렵 1966 년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감독의
<백만 달러의 사랑 How to Steal a Million>(범죄 영화의

하위장르인 하이스트 영화와 로맨틱 코메디의 결합물)을 만들

때였다.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지만, 와일러의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햅번이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은 영화로, 1954

년 오스카 상, 골든 글로브, BAFTA 상을 수상했다)에서 보여주었던 24세 처녀의
청순함 또한 잃지 않았다.

때로 <백만 달러의 사랑>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1961년에 도입된 E-Type 차량으로, 전후 모더니티와 스윙잉 스타일(swinging

헬멧, 대형 흰색 선글라스, 하얀 정장, 타이츠, 낮은 굽 신발을 착용한 채

오툴과 햅번이 탔던 차량 모델은 1961 년부터 1968 년까지 제조된 클래식

지방시의 2시간 짜리 캣워크 쇼와 유사하다. 그녀는 미래주의 스타일의 하얀
등장한다. 피아트 500이 사전 모델인, 자그마하며 멋을 낸 컨버터블인 레드

4.2 리터 시리즈 I 시리즈로, 1964 년 대형 버전이 출시되기 전, 르망 대회를

오이스터 드레싱 가운, 고급 트위드 정장 그리고 리츠 호텔의 바에서 오툴을

엔진이라도, 0mph에서 60 mph까지 가는 데 약 7초가 걸렸고, 오늘날의 로드

오토비앙키 카브리올레를 탄 채였다. 그 다음, 비취빛 코트, 엄청나게 우아한
PHOTOGRAPHY: SILVER SCREEN COLLECTION / KONTRIBUTOR / GETTY IMAGES (2)

style)을 완벽히 대표하고 있었다.

만날 때 입는, (우아함의 쿠테타인) 레이스 슬리브와 블랙 레이스 스타킹과 함께
한 검정색 드레스 그리고 블랙 레이스 마스크가 등장한다.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그가 자기 방에서 한잔 하겠느냐고 하자 그녀는 꾸짖듯

석권했던3.8 리터 스트레이트 6 엔진을 장착하고 출시된 제품이다. 어느 쪽의

테스트에 따르면, 이 차량이 최대 150 mph까지 간다는 오툴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

햅번은 더욱 더 우아함이라는 길을 계속 걸었다. 그녀는, 거의 반절은 은퇴

이야기한다.)

상태였던 시점에(1976년) 촬영한 작품 <로빈과 마리안 Robin and Marian >

이었음에도 (그는 시안 필립스에게, 그녀는 펠 페러에게) 세트 장 바깥에서도

<평전식의 영화 사전>에서 햅번을 “50년대의 피조물”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오툴에 관한 한 평전은 햅번과 그의 관계가, 당시 두 사람 모두 기혼자들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백만 달러의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고의 작품은
아닐뿐더러, 이 선남선녀 커플의 섹슈얼 케미는 너무 희미해서 확실성이 거의
없다. 수년 후 오툴은 “쾌활했지만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이라고, 햅번을

회고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재능에 대해 확신이 거의 없었죠. 많은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외모에 대해 그렇게 저평가를 하는 듯한데,
저로서는 놀라울 따름이죠.”

빠리 시를 상징하는 문양을 한 그 재규어는, 미니 스커트 열풍이

킹스로드에서 불르바 상 미셸로 이동할 시점에 촬영되었던 어느 범죄물에 딱
맞는 차량이다. 엔조 페라리 같은 차량들을 당혹시켰던 가격 태그와 함께

(이것의 가격은 250GTs 한 대 가격의 1/3이었지만 그것과 비슷한 성능이었다.)

에서 숀 코네리와는 달리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데이비드 톰슨은 그의

자신의 전성기였던 50년대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된 한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상징했다. 그녀는 1993년 암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죽기
전 몇 년 동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베트남 같은 나라에 유니세프 대사로
방문해서 (그녀 자신 한때 그랬던 것처럼) 전쟁과 가난에 힘들어하던 그곳
어린이들을 도왔다.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최종 치료를 받고 더는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녀가 사설 비행기로 스위스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준 건 바로 지방시

였다. 스위스의 자택에서 그녀는 잠이 든 채로 숨을 거두었다. 당시 사망진단서
에 그녀의 나이는 63세였지만, 오드리 햅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시절과
무관하게 변치 않은 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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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 헤드셋은 이미 상상력을 포획했다. 듣는 이를 통합적인 다층 사운드스케이프로
몰입시키는 오디오 기술의 진보,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큰 도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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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현실(VR)은 오늘날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게이머, 영화광
그리고 취미활동가들이 가상 디지털 환경에의 몰입을

유의미하게 받아들 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해 1년만에 1
억 대에 달하는 헤드셋이(스마트 폰을 VR

헤드셋으로변환하는 단순한 구글 카드보드 기기부터 최첨단 오쿨루스

리프트Oculus Rift 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되었고,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VR 소셜 상호교류를 개발 중이다. 사용자는 새로운 감각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매료되는 한편, 자신의 방안에서도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효과가 사운드를 통해서도 성취 가능하다.
몰입형 오디오는 청취자를 행동의 중심에 옮겨놓는다. 영화와 연극

모두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시청자를 가능한 한 많이 앉은 자리에서 극의

“고해상 오디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전에 듣거나 경험 해본
적 없는 수준의 선명도, 섬세함
및 깊이를 구현합니다.”

보통은 들리지 않는 바스락거림 또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트랙의 기타의 소음

등과 같이, 발전된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는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몰입형 사운드는 좋아하는 음악, 영화, 게임을 즐기는 방법을 더 향상시킬

장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오디오는 게임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환상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답니다. 고해상 오디오는 대다수의

오디오는 고층 건물 꼭대기에 서서 주위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다든지 전장

구현합니다.” 뷰캐넌의 말이다. “음악의 경우, 이 기술이 지닌 진정으로

있는데, 상상력을 점화하여 게임 플레이어를 몰입시키기 위함이다. “몰입형

한복판에 있는 당신 옆에 폭발물이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정말로 당신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할 것이다.) 당신이 들어가 있는 가상 세계의 중요 요소들에

생명력을 부여하죠.” 유투브 게임 스타 라이언 휴즈(Ryan Hughes)의 말이다.
휴즈의 동영상 조회수는 2 천 3 백만 회가 넘는다.

“우리는 당신의 뒷머리가 바싹 서게 만들고 싶답니다.” 혁신적 사운드

사람들이 이전에 듣거나 경험 해본 적 없는 수준의 선명도, 섬세함 및 깊이를
몰입시키는 성질과 복합적 능력 덕에, 스탠다드 사운드 시스템은 구현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비트, 베이스 및 사운드가 도출되는 거죠.” 가정 내에서의
음악과 영화 설정의 경우, 시스템은 건축물, 가구 위치 또는 청취자가 앉아있는
장소에 맞도록 구성되고 최적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발전된 몰입형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서 굳이 집에 앉아 있을 필요는

시스템 전문가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의 CEO존 뷰캐넌 (John

없다. 달리는 차량과 시끄러운 노면의 소음에 둘러싸인 채 차로 이동하는

사랑에빠지게 만들고 싶어요. 완벽한 오디오 재생을 이루려는 거죠.” 이것은

로용으로 특별히 개발되고 정교화된 메리디안의 차량 사운드 시스템덕분이다.

Buchanan)의 말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음악과

메리디안이 1977년 창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메리디안은 창립 이래 가장 현실감
높은 오디오 재생을 위해 기술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최상으로 튜닝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해왔다. 메리디안의 목표는 전부 UK에서 설계되고

자체 제작된 스피커 및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청취자로 하여금 콘서트홀, 녹음
스튜디오또는 영화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와 감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몰입형 오디오를

활용해왔다. 이를테면 조지 루카스(George Lucas)가 만든 1971 년 영화 <THX
1138>은 사운드 디자인 사용에서 선구적이었는데, 오늘날 많은영화관에서

사용되는 몰입형 THX 사운드 시스템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VR 기술의
역사처럼 몰입형 오디오는 최근까지만 해도 꽤나 부피가 컸고 기술 또한

운전자와 승객들도 최고 수준의 흠결 없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바로 메리디안과 재규어가 파트너인 이유다. 두 기업 모두 감각을 즐겁게
하고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제공하려는 동일한 욕구를 공유한다.

“차량 내 막힘 없는 퍼포먼스의 리듬, 타이밍, 박력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해요.” 뷰캐넌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승객들은 여행하는 동안 훨씬 더

풍요로운 오디오 경험을 하면서 언제나 소리에 감싸여 있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굴곡진 시골 길을 달리며 좋아하는 앨범을 크게 틀어놓거나

오디오 북을 들으며 고속도로 여행의 단조로움을 달래는 등, 몰입형 메리디언
오디오 시스템 덕에 당신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몰입형 차량 오디오는 메리디안이 혁신의 최전선에 있음을 알려주는 또

정체되어 있었다.

하나의 예시이고, 혁신은 이 기업이 지난 40 년을 넘게 이루어온 것이다. 이 40년

스피커의 사이즈를 축소하는 한편, 오디오 출력 품질을 높이고자 처리 기술의

내주었고, 그 뒤를 CD, MP3가 있었으며, 이제는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바뀌었다.

끊임없는 개발, 진화 및 정교화 과정을 통해 메리디안은 하드웨어와

성능을 높였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청취자의 즐거움과 감상의 깊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스탠다드 스피커 시스템들이 간과하는 요소에 주목하는 것이다.

오디오북의 특히 극적인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내레이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흔들림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속 숲에서 움직이는 자그마한 곤충이 내는

동안 오디오는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 비닐 레코드는 테이프 카세트에 자리를
“이런 격심한 변화를 겪는 내내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보장

하고자 획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했어요.” 뷰캐넌의 말이다. “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건 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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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TEERING
회전하는�바퀴�그리고�순간의�결정: 모든�드라이버들에게�최고의�경험을�제공하기�위해,
재규어가�스마트�콘�테크놀로지를�고안했다.
이제, 아트�오브�퍼포먼스�투어 2가�세계에서�가장�어려운�서킷을�제공한다.
WORDS: Chris Stokel-Walker

“세계에서�가장�어려운�서킷”을�테스트한
전문�레이서들�사이에�있는�파나소닉�재규어
레이서�아담�캐롤(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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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OF PERFORMANCE

순간도�한�눈을�팔아서는�안�됩니다. 한�쪽�게이트에�시선을

고정하게�되면, 다음�빛이�어디에�들어올지�알기�쉽지�않거든요.
자기�자신을�계속�통제해야만�해요.” 파나소닉�재규어�레이싱
주자�아담�캐롤(Adaam Carroll)은�세계에서�가장�난코스의

서킷들에�익숙하다. 전문�드라이버로서�그는�까다로운�굴곡을�그리고�문자

그대로�모든�조건에서�상대방의�행동을�예측하는�데�능숙하다. 영국�켄트에
있는�브랜드�해치�서킷(Brands Hatch circuit)에서�포효하는 F-TYPE을

주행하고�있을�때, 그의�눈은�트랙에, 그리고�그�바로�앞에�있는 70 센티미터
높이로�된 24개의�흰색�플라스틱�스마트�콘Smart Cone에�고정되어�있다.

스마트�콘�각각에는�자그마한�신호등이�있는데, 이것은�그가�지나가면�녹색
빛을�내며�다음에�어디로�가야�할지를�알려준다.

“요령은�과하게�주행하지�않는�것이죠.” 이어서�그는�이렇게�말한다. “

코너로�너무�빨리�들어가지�마세요, 그렇다고�브레이크를�너무�조금만�밟지도

말고요.” 그는�스마트�콘이�빛을�발하면�다음�순서의�콘을�바라보면서 F-TYPE 을

“코너로�너무�빨리
들어가지�마세요,
그렇다고
브레이크를�너무
조금만�밟지도
말고요.”

오른쪽�커브로�틀어�언더스티어Understeer를�피하는�동시에, 힘들이지�않고
브레이크를�밟는다. 시간�손실을�최소화할�때�절대적으로�필요한�것이다.

프로만이�가능한�작업이지만, 끊임없이�변화하는�서킷�자체의�예측불가능성은
그에게�한층�더�높은�숙련도와�세계를�선도하는�포뮬러 E 레이서�중�하나의
자리를�확보하게�했던�자신만의�기술을�유감없이�발휘할�것을�요구한다.

이처럼�탑�클래스의�레이싱�기술을�요구하는�브랜드�해치�트랙은 재규어의

획기적인�스마트�콘�테크놀로지를�선보이려는�목적으로�제작되었다. 이
테크놀로지는�레이스�트랙을�제작하고�인지�기술을�테스팅하는�새로운

미세한�변화까지도�기록하여�실시간으로�서킷을�재구성하는�데�사용한다. 일단
코스가�끝나면, 데이터는�드라이버가�어떻게�주행했는지, 핵심�퍼포먼스
지표들을�기반으로�상세한�분석자료를�제공한다.

“거리, 정확도, 시간이라는�세�가지�데이터를�기록해요.” 개러티의�설명이다.

방법으로, 재규어의�아트�오브�퍼포먼스�투어 2를�위해서�개발되었다. 원리는

“그�세�요소를�합산해서�최종�점수를�얻게�되죠.” 그리고�높은�점수를�얻기

드라이버가�주행을�시작하면, 이�콘들은 실제�경주�동안�백만�개가�넘는

예상치�못한�결과가�나올�수�도�있다. 스마트�콘�테크놀로지의�정확성을

간단하다. 서킷을�세울�때, 넓은�공간에�최대 24 개의 스마트�콘을�배치한다.

조합으로�다르게�구성된다. 즉, 전반적으로�최고의�기록을�달성하려면�첫�번째
커브를�제대로�지나간다�하더라도, 다음�차례에�들어올�불빛을�예의�주시하며
그것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살펴야�한다. 재규어�익스피리언스�팀이�이

테스트를 “세계에서�가장�어려운�서킷” 이라고�부르게�된�건, 바로�이러한
예측불가능성�그리고�거의�끝없는�구성�가능성�때문이었다.

하지만�스마트�콘을�만든�테크놀로지는�전혀�단순하지�않다. “각각의

스마트�콘�키트에는�다양한�요소들이�들어가�있다”고�재규어�익스피리언스의
아트�오브�퍼포먼스�투어�팀�소속, 윌�개러티는�말한다. 윌은�스마트�콘
PHOTOGRAPHY: © XISCO FURTHER/WWW.XISCOFURTHER.COM

서킷�내�차량의�위치를�찾아낼�수�있다. 따라서�트랙�내�차량의�주행�중�가장

테크놀로지를�개발하는�데�일조했고�지금은�이�기술을�전�세계�고객에게

위해서는�완벽한�주행을�가능케�하는�요소�모두를�마스터해야�하기�때문에,
테스트한�바�있는�캐롤과�그의�동료인�미치�에반스�같은�전문가�드라이버들은
이미�숙지하고�있는�사실이다. 그러나�스마트�콘은�어떤�경우에도�두�서킷의
코스가�동일할�수 없기�때문에�전문가라도�시간에서�늘�이길�수는�없을

것이라는�것이 개러티의�설명이다. 최고사양으로�튜닝된�재규어�안에�앉아서
신호등을�쳐가면서�깨어�있는�채로�속력을�내고�제동을�걸어보는�것�말고는
코스가�어떻게�진행될는지�알�방법이�전혀�없기�때문이다. 개러티는�이러한

점은�말�그대로�누구나�최고의�시간을�기록하여�그�날의�승자가�될�수도�있는
유니크한�드라이빙�경험을�보장한다고�했다.

“전�세계에서�제가�흥미롭게�발견하는�건�작은�단위의�경쟁이에요.”

제공하고�있다. 이�기술에�쓰인�방법은, 한마디로, “선진적인�것”이라는�게�그의

개러티의�말이다. “우리는�남편들이�속도와�시간에�힘을�쓰고�거리와�정확성에

전송되고, 랩탑은�특수�설계된�소프트웨어를�사용해서�해당�정보를�저장한다.

발견하죠.” 그리고�머지�않아�이러한�작지만�결정적인�차이는�세계�순위에서도

설명이다. 드라이버가�트랙을�돌아�다니면, GPS 신호가�자동차에서�랩탑으로
이어�랩탑은�라디오-제어�칩을�활용해서�그�정보를�서킷에�설치된�스마트

콘으로 망사형�네크워크를�통해�실시간�전송한다. 전송된�신호는�스마트�콘에게
서킷�내�자동차�위치에�따라�불빛의�색깔을�바꾸고, 불빛을�켜거나�끄라고

지시를�한다. 이는�드라이버가�다음�턴까지�이동하는데�절대적�안내가�된다. 이

모든�것이 1000분의 1초�이내에�발생하기에, 드라이버는�자신이�선택한�재규어
모델로�드라이빙의�잠재성을�최대화시키도록�스스로를�밀어붙이게�됨으로�한
순간도�방심할�수�없게�된다.

GPS 시스템은�자동차에서�흔히�볼�수�있는�기존�솔루션보다�훨씬�더

정확하며, 랩탑에 1 초당 100 회�접속하며�최대 200 밀리미터까지�정확하게

둔감한�반면, 아내들은�길을�따라가며�전반적으로�더�높은�점수를�얻는�경향을
수치로�나타날�것이다. “우리는�스마트�콘을�활용한, 세계, 지역, 국가�단위�등

여러�단위의�대회를�운영해보려고�해요.” 개러티의�말이�이어진다. “사람들은
포뮬러 E 레이스�티켓과�같은�상품을�받기�위해�최첨단�스마트�콘�코스에

도전하고�경쟁하려고�할�수�도�있을�거예요.” 하지만�이러한�상품뿐만�아니라,

당신이�전세계�어느�누구보다�이�레이싱�서킷을�빠르고�스마트하게�통과했다는
자부심도�성패가�달려있다.

아트�오브�퍼포먼스�투어 2에서�스마트�콘�서킷을�경험을�하시려면, 다음�링크를
방문해보세요. jaguar.com/artofperformance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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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키장이자, 가장 유명한 도시 서핑 파도. 뮌헨과
그 주변에 위치한 이 곳은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다. 재규어는 서사시적인 모험을 하룻동안 따라다니며 도시
서핑을 마스터하는 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WORDS: David Barnwell PHOTOGRAPHY: Rasmus Kaess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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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계 모두의 최강자:
설원과 파도 모두를
마스터하려면 특별한
종류의 전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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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무엇을 더
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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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알프스 산기슭에 처음 당도했을 때, 세배스티안 ‘배스티’ 쿤은
겨우 18살이었다.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젖은 채 쿤은
자기의 고향인, 뮌헨 근처의 밤베르크 (Bamberg)에서

저그스핏(Zugspitze) 기슭 바바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사이에

있는 마을인 가르미쉬(Garmisch)까지 홀로 여행을 떠났다. 저그스핏은 눈 덮인
멋진 빙하이자 2,962 미터를 자랑하는 공식적인 독일 최고봉이다. 직업도,

의무도 없이 그는 이곳에서 싱글 침대와 임시 주방이 있는 작은 방을 빌려, 풀
타임 스노우보더로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의 계획은 실효성이 있었다. 이제 34살이 된 그는 독일의 스노우보드계에

이름을 등재했고, 그의 이름은 여러 스폰서십 딜과 잡지 특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결국엔 만사가 잘 풀려나간 셈이죠.” 보호용 장갑을 낀 손으로 아침

햇빛을 가린 채, 생긋 미소 지으며 그가 말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와, 저그스핏의

황량한 오프-피스트 트랙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기에 그가 상기되어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무얼 더 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배스티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건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는아니다. 거꾸로 그는 오늘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저그스핏 봉은 뮌헨 도심에서 불과 120km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서프 파도 중 한 곳인 아이스바그웰(Eisbachwelle)
대담한 묘기에서부터 눈밭에서의 하강, 산에서 편안히 먹는
스낵까지 –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끝낸 우리의 두 보드
애호가 친구들, 다니엘 딩거커스(Daniel Dingerkus 아래,
왼쪽) 그리고 배스티 쿤(Basti Kuhn 아래, 오른쪽)

의 홈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뮌헨과 그 주변은 아침에는 산에서 스노우보딩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로 내려가 서핑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려 한다. 우리의 계획은

6시에 일어나 독일 알프스 산 정상까지 차로 이동한 뒤 저그스핏에서 오전과

이른 오후를 보낸 뒤, 뮌헨 중심부로 되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행동으로 촘촘히
짜인 이런 보딩 광상곡의 절대 당일 여정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배스티는 24세의 다니엘 딩거거스와 팀을 구성했다. 다니엘은 서핑 가족과 함께
바바리아에서 자란 전문 서퍼. 그는 타고난 서퍼인데, 겨우 세 살 때 스키를

시작했고 그 뒤 웨이크 보딩, 윈드 서핑, 카이트 서핑, 스노우 보딩, 스케이트

보딩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갔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당신도 이렇게 할

걸요.” 고글을 닦으며, 아래 골짜기를 가늠하며 다니엘이 뱉은 말이다. “도시와
자연 간의 이러한 거리가 이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거에요. 보드를 타지 않았다면 제가 무얼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배스티와 다니엘은 우아함 그리고 자신감으로 움직인다. 아마도 자그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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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나 구부러짐을 낱낱이 아는 듯하다. 둘은 눈밭을 가로지르며 이야기를

나누며 멀어져 간다. 그러다 둘은 갑자기 멈춘다. 작은 둔덕을 살펴보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니, 여기서부터는 대기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우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느린 ‘스위~시’ 소리를 듣는다. 스노우보드가

눈밭을 가르며 내는 바로 그 소리가 정적을 깨는 것이다. 몇 초 뒤, 다니엘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때리고는, 무겁고 깊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이륙한다. 그가 360도 우아하게 회전하는 모습이 시선에 잡힌다. 그는 우리 위
청공을 가르며 날고 있다. 우리는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작은 기적을 그저

지켜본다. 주위엔 아무도 없고, 알파인 배경, 신선한 눈, 푸르른 아침 하늘 그리고
자신의 보드로 완벽하게 랜딩하는 다니엘. 이 모든 것의 집합을 보니, 마치
뮌헨 중심가의 뒤편으로
저그서핏의 하얀 경사면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인다.
이어지는 사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바그웰 시내
서프 웨이브.

우리가 방금 스노우보딩의 정수를 목격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유의 순간, 우리
옆에 다시 와서 너무나도 순수하게 싱긋 웃으며 말하는 라이더를 질투할
수밖에는 없는 순간. “나 방금 어땠어?”

우리는 이 한 쌍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이들이 자연 장애물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씩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남은 여정을 이렇게 보냈다. 우리는 지난 4
년간 배스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척추 골절을 경험했지만, 다시

보드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과정의 일부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내
4 미터 하강을 선보인다. 자기 아래 끝없는 놀이터가 있음에, 마약주사라도 맞은
듯한 다니엘은 우리 사진가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흰 눈의 스프레이를
흩뿌려가며, 눈밭에 자기 보드를 쉬지 않고 던진다.

이들의 에너지 수준은 경이롭다. 하지만 아직 하루 일정의 절반만 통과했다.

산 경사면에 그림자들이 노는 풍경을 보며 서둘러 점심을 먹으니, 이제

시끌벅적한 뮌헨의 도심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도시의 파도를 붙잡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아이스바그웰은 전 세계의 서퍼들을 이

바바리아의 수도로 끌어들이고 있다. 뮌헨의 중심에 있는 이 강물의 파도는

강바닥이 딱 적당한 상태인 1년 중 단 몇 주만 나타난다. 하지만 1980년대 서프
계의 이 지역 전설 월터 스트라서(Walter Strasser) 가 이 문제를 손수

해결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순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그는 어느 날 밤 강변에
전동 공구와 발전기 등불을 가져와서 강바닥에 무거운 철도 레일 하나를
설치한다. 이 레일은 그 즉시 물결을 쪼갰고, 그 뒤로는 연중 내내 약

연

1.5 미터 수면을 유지하고 있다.

중 언제라도 뮌헨을 방문해본다면, 이곳이 어느 정도로 서핑

명소가 되었는지를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수십 명의 서퍼들이
이런 류의 파도에 적당한 서프보드와 잠수복을 갖춘 채 연일

강둑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수많은 관광객과 관람객들이 모여

이들을 응원한다. “여름에는 특히 매우 북적대요.” 첫 경기를 끝내고 물에서
나오며 다니엘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년 내내 늘
서핑을 하죠. 혼자만의 장소를 차지하려고 겨울엔 아침 5시에 일어나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재미삼아

하지만, 더 잘하려고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잘하고 싶다면, 별 다른 방도는
없어요.”

베스티는 자신의 보드를 앞 뒤로 조정하며 굽이치는 수면을 발로

가로지르며, 우리 뒤에서 이미 몇 차례나 완주했다.그가 미끄러지며 강한 물살에
쓸려 나가자마자, 라인에 대기 중이던 다음 서퍼가 점프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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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장소를 차지하려고
겨울엔 아침 5시에 일어나곤 했어요.”
이 스펙타클은 정말이지 인상적이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이른 저녁으로
PHOTOGRAPHY: RASMUS KAESSMANN, MATTHEW MICAH WRIGHT / GETTY IMAGES

뒤바뀌고, 우리의 한 쌍은 부단한 물결과의 짧은 전투를 위한 끝없어 보이는
라인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계속 이어간다.

서핑하기 좋은 세계의 설원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시에라

네바다는 지중해와 코스타 델 솔

이제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고 저그스핏의 고요는 거친 도시의 강

(Costa del Sol)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서퍼들을 위한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뒤바뀌어 귀를 먹먹하게 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세계의 베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두 라이더의 열정으로
연결된 평행하는 두 현실계를 여행하는 듯하다. “이것이 보여주려고 한
전부에요.” 배스티의 말이다. 두 보더는 그제서야 마무리한다. 이들의

잠수복에서는 찬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들의 피부에는 아직 아침 산 햇살이
묻어 있다. “이곳에 산다는 건, 선택지가 풍요롭다는 뜻이죠. 산이냐 강이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모든 것이 이곳에는 있거든요.” 그의 말이 이어진다. “이런
장점을 득하지 않으면 바보인 셈이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강변의 교통 체증도 수그러들고 이제 오직 한 줌의

집념 어린 서퍼들만이 입수하고 있다. 종료 되기 전에 마지막의 큰 묘기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다니엘과 배스티는? 이 날 그들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났다. 얼마나 대단한 하루였던가. 하지만 이들에게 이 날은 하나의 일상이며,
결코 끝이 아니다. 이들은 내일 다시 자신들의 보드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인기좋은 장소는 매력적인 말라가
캘리포니아 빅 베어 마운틴(BIG
BEAR MOUNTAIN) 그리고

인근에 있는 빅 베어 레이크(BIG

(Málaga) 바로 바깥에 있는 엘

팔로(El Palo)라는 조용한 해변
마을이다.

BEAR LAKE, 위쪽)는 종일

칠레의 안데스 안데스에서의

제공한다. 두곳으로 이동하는

들어가는 곳. 하지만 왜 여기서

보드를 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데는 두 시간이 채 안 걸리며,

누구라도 쉽게 아침에는 설원을,
오후에는 강물을 만날 수 있다.

시에라 네바다 남유럽에서 가장
인기 높은 스키 장소 중 한 곳인

스노우보딩은 희망 목록에 늘

멈추어야 하나? 칠레의 산티아고
에서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태평양의 해변에 있는

발라파라이소(Valaparaíso)까지
갈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단 하루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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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XF SPORTBRAKE

GET PACKING
설원에서의�하루든, 파도�타기든 (사실상�둘�다) 뉴
재규어 XF 스포츠브레이크는�향상된�적재

공간에서부터�눈부신�새�의상, 재규어만의�주행

역학에�이르기까지�당신이�필요로�하는�모든�것을
제공한다. 당신의�장비�요구에�맞추어, 565 리터

에서부터�시작하는�다양한�적재�공간은�장비를�싣고
친구들과�함께�하기에�충분한�공간�이상의�공간을

제공한다. 뉴 XF 스포츠브레이크는�뒷좌석에�타는

승객의�레그�룸을�넓혀�이들도�즐겁게�탈�수�있도록�했다.
더�많은�것을�보려면, 그저�뒷좌석을

접어보시길. 길이 2미터, 폭 1미터�이상의�공간을

발견할�것이다. 이는�한�세트의�스노우�보드�또는

서핑�백과�같이 1700리터�수화물을�넣을�수�있는
최적의�공간이다. 게다가�여분의�키트를�실을�수
있지만, 눈에는�잘�띄지�않는�언더플로어�적재
공간도�탑재하고�있다.

파워�테일게이트는�기본사양으로�제공된다.

옵션사양인�파워�제스처�테일게이트는�손에�가득
짐을�들고�있더라도가까이�가면�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열려�쉽게�적재공간�에�접근할�수

있다. 강력하며�방수�기능도�있는�액티비티�키를

손목에�차게�되면, 액티비티�키만으로도�차량의�문

개폐설정할�수�있으므로, 파도나�눈에서�서핑할�때
키를�차량�내에�두고�내려도�된다.

뉴 XF 스포츠브레이크는�빼놓을�수�없는

재규어�디자인 DNA역시�갖추고�있다. 매끄럽고�은
루프�라인은, 공간�감각을�더하고�빛을�실내로

유입하는 1.6 m² 의�동급�최대인�파노라마�유리
루프로�업그레이드�가능하다. 주로�재규어의

인제니움�테크놀로지가�결합된여러�엔진�옵션을

통해서, 그것이�효율성이든�성능이든, 당신의�필요에
딱�맞는�구성을�찾을�수�있을�것이다.*

사양, 기능, 장비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jaguar.com

을�방문하거나�가까운�재규어�공식�전시장을

방문해주세요. 뉴 XF 스포츠브레이크를�당신만의

스타일로�바꾸는�데�필요한�재규어�기어�액세서리�일체를

찾을�수�있습니다. 정보는�변경될�수�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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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리터의 적재 공간은
장비를 싣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충분한 공간 이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 삭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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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는 한 스피디한
모델에 관한 첫 피드백을
받기에 F1 레이싱 주자가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알프스로
향했고, 로맨 그로스진에게
F-TYPE SVR과 F-TYPE 400
SPORT에 대해, 또한
재규어 브랜드와 레이싱
유산에 대한 그의 열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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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SSIONATE
TYPE

WORDS: Guy Bird
PHOTOGRAPHY: Tom Salt

F -T Y P E

“재규어로 주행하게 되면,
다른 차량에 탔을 때보다 더
눈에 잘 띄죠. 하지만 특히
SVR이 그래요. 사람들은
그 차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죠.”

산

정상까지 헬리콥터로 날아가서 재규어 F-TYPE SVR 또는

모습을 보이는데, 모두가 이른 아침 햇살에 빛나는 이 놀라운 울트라 블루 카의

있는, 폐쇄된 오프 로드 옆에 착륙하기. 썩 괜찮은 방법이다.

“재규어로 주행하게 되면, 다른 차량에 탔을 때보다 더 눈에 잘 띄죠.”

F-TYPE 400 SPORT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기다리고

바로 현역 F1 레이서 로맨 그로스진(Romain Grosjean)이

현재 제작중인 재규어 용 비디오를 위해 ‘설정 대로’ 도착한 방식이다. 우리가
만난 건, 스위스 국경 그리고 제네바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프랑스 알프스 산악지대, 쌀쌀하지만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레이싱

주자로서는 특이하게도, 이 31세의 프랑스인은 400 SPORT 대신F-TYPE

정체가, 그리고 누가 이 차량을 타고 있는지가 궁금한 눈치다.

그로스진의 말이다. “하지만 특히 F-TYPE이 그렇죠. 사람들은 ‘우와, 저게 뭐지?’
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군중은 곧 둘 다를 경험할 것이고, 이제
제대로 인터뷰를 시작할 시간이다.

SVR 수퍼카를 처음에 선택한다. “이미 전 도로와 트랙 모두에서 SVR을 타고

레이싱을 만든 것들

지으며 말한다. “엔진은 응답성이 뛰어나요. 또 트랙 위에서 올 휠 드라이브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다. “꼬마였을 때 루 망 실크 컷 재규어

꽤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불평은 없어요.” 그가 함박 웃음을
턴을 할 때 제가 제 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장시간 슬라이드를

지속시키는 거죠. 섀시 역시 아주 잘 반응하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최대
한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속함의 외관, 탁월한 사운드

트랙에서의 주행 조작 기술은 좁고 구불구불한 알프스 산길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로스진이 즐길만한 것은 여전히 많다. “SVR의 사운드는 정말 탁월

해요. 특히 액티베이트 스포츠 이그조스트(Activate Sport Exhaust)와 함께

다이나믹 모드(Dynamic Mode)를 작동시킬 때는요.” 들뜬 듯한 어조로 그가

말한다. “디자인도 훌륭해요. 이 자동차는 그저 한번 보기만 해도 빠르다는 걸

재규어가 자동차에 대한 그의 열정 그리고 그 결과인 그의 경력에 중차대한
(LOU MANS SILK CUT JAGUARS)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의 회상이
이어진다. “제 방 벽에도 자동차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들이 제게

레이싱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었죠. 커가면서는, 재규어의 역사 그리고

르망 대회에서의 재규어의 성공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답니다. 1950 년대
24 시간 레이스에서 우승했던 D-TYPE은 꽤나 특별한 녀석이죠. 이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세게 밟아도 괜찮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죠. 레이싱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도로용 차량 역사에서의 재규어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왜 이 브랜드에 관한 모든 걸 사랑할 수밖에는 없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재규어는 그로스진에게는 거의 가정사다. 두 아들인 산차(4)와 사이먼

알 수 있어요. 실내에 앉아서, 거의 전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실 거에요.

(2)을 데려다 줄 때 사용하는가 하면, 사이클링 용 자전거를 옮길 때 쓰는 자신의

“F-TYPE 400 SPORT와 비슷해요. 운전석에 앉은 그대로 이 차량의 목적이

몬다. 꼬마였을 때 그의 곁에는 자동차들이 가득했다. 원격 조정 자동차를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낮은 곳에 앉아 있는 느낌요.”

무언지 직감할 수 있죠. 한층 강화된 V6와 차별화된 스타일과 세부 사항도요.”
그로스진이 비디오 제작자를 위해 F-TYPE SVR을 타고 몇 번 주행을

반복하자 현장 중계소는 한결 바빠진다. 현지 시장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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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F-PACE인 탓이다. 그의 아내이자 프랑스 F1 TV 앵커인 매리언 역시 XE를

가지고 놀던 기억, 정원에서 자그마한 전기 차를 타던 기억을 그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진짜 자동차를 처음으로 운전해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로 트랙에 레이싱을 하러 가셨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로드 존재감과 파워를
발산하는F-TYPE SVR은
응답성 좋은 V-8 엔진,
최적화된 섀시, 올 휠
드라이브를 자랑한다.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
독보적이며 만족감 높은 주행
경험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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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R의 사운드는 정말
탁월해요. 디자인도 훌륭
하고요. 이 자동차는 그저
한번 보기만 해도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셨어요. ‘차로 바람 좀 쐬고 옵시다’. 제가 스바루 임프레자(SUBARU IMPREZA)
를 타고 180KPH로 달리자, 어머닌 꽤나 요란하게 소리지르셨죠.”

14 세에 그는 진지하게 고 카트를 타기 시작한다. 18세 때는 싱글 시터로 옮겨

간다. 하지만, 18 세 생일 바로 며칠 후 약간은 더 느린 피아트 팬더로 도로 운전

시험을 봐야만 했다. 기억을 더듬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때 제가 시험을
통과하자 운전 강사가 제게 하던 말이 기억나네요. ‘이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될 것 같군요.’” 그로스진이 메이저 트로피를 처음 거머쥔 건 2003 년.

포뮬라 리스타 주니어 챔피언십(FORMULA LISTA JUNIOR CHAMPIONSHIP)
에서 10 라운드 모두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F1 드라이버가 되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찾아왔다. “아주 오랫동안 레이싱을 했어도, 그저 재미로 했던 거였다”고

그는 말한다. “GP2 타이틀을 막 획득했을 때, 그때 생각했었어요. ‘생각해봐. 내가
F1의 어느 부문에서 승리할 정도로 잘 하는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어.’”

한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경력도 계속 쌓았다. “2007 년, 2008 년, 2009

년 제네바의 한 민간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심지어F1 대회에 처음 출전했던

해에도요. 아침에 깨어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일터로 가며, 실제 생활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은행업 관련해서 배운 적이 없었지만, 회사는
훌륭했고 또 저를 지원해주었어요. 입사 당시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했는데,
그만두었을 땐 포트폴리오 어시스턴트 매니저였죠.”

시즌에서 잘 해오다

그로스진은 2012년 이래 지금까지 모든 F1 시즌에 참가했는데(처음에는 로투스
Lotus와 함께, 지금은 하스Haas와 함께) 100 회 이상 출전해 10회 수상했다.

그의 꿈은 F1 챔피언을 두 번하고 르망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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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YPE과 함께라면 튜닝된
엔진과 배기구에서 나는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차량의 뛰어난
제어력과 민첩성을 도로에서
즐길 수 있어요.”

로맨 그로스진에게, F-TYPE 을 탄 채 즐기는 산
둘레 도로 주행은 레이싱의 스트레스에서 탈출
하는 완벽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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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트랙을 취하라

뉴 재규어 ReRun 앱으로 주행을 캡처하고
분석하여, F-Type 레이싱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시길. GoPro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특별히 개발된 앱인 ReRun을 쓰면, 스릴
넘치는 움직임을 고품질 HD 동영상으로

“은퇴할 때 그런 모습이었음 좋겠고, 그게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재현할 수 있다.

것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좋은 자동차, 좋은 해, 좋은 팀,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설정 및 사용이 쉽도록 설계되었는데,

제 때에 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죠.”

더욱 훌륭한 것은 ReRun이 당신의

그의 다른 면

당신의 속도, 스로틀, 제동에 관한 ReRun

동영상에 특별한 차원을 더한다는 것.

고유의 중첩 애니메이션 덕분에 가능한

하지만 그의 꿈은, 고생하며 터득하게 된 현실주의로 인해 한결 부드러워졌다.

일이다.

F1 시즌에 막 참가하던 시절, 다른 차량에 대한 충돌 논란을 야기한 뒤의 일이다.

트랙 위에서 당신이 행한 퍼포먼스를

“성장하면 경험을 얻게 되는 법이죠.” 어깨를 으쓱 하며 그가 말한다. “첫 코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트랙에서의

가진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을 따라잡고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돌기나 레이싱 우승 같은 게 레이싱의 전부는 아니에요. 레이싱의 본질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경쟁 라이벌(바로 당신 자신!)
ReRun으로 쉽게 동영상을 편집 및

그는 또한 미신적 레이싱 습관을 이제는 벗어 던졌다고 주장한다. “경기

송출하며, 가족, 친구 및 레이싱 팬들과

전에는 같은 속옷을 입곤 했어요. 하나는 금요일에, 하나는 토요일에, 또 하나는

공유할 수 있다.

일요일에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는 웃으며 그가 덧붙인다.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 모두와 호환

“하지만 이런 걸 다 잊고 레이스에서 우승한 뒤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좋아,

되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제부터 언제나 그런 속옷을 늘 입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 하지만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앱

그럼에도, 그는 레이스 전 정확하게 일정한 패턴으로만 행동한다는 점은

스토어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시길.

인정한다. “전 늘 같은 방식으로만 옷을 입어요. 탑을, 내화성 속옷을 그리고

운동복을 입죠. 그러고는 오른쪽 부츠를 신고 그 다음 왼쪽 부츠를 신죠. 또 저는
매번 같은 쪽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죠. 차 후면에서 걸어와서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건 준비를 위한 것이죠. ‘존ZONE’에 들어갈 준비 말이에요.”

이 ‘존ZONE’ 밖에서 그리고 레이싱을 하지 않을 때, 자신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운전한다고 그로스진은 말한다. “1 년에 참가하는 대회가 20개나
돼요. 또 230MPH (370KPH) 속도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로 운전하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전 원치 않아요. 제가 모르는 표면 위
기름이나 다른 방향에서 오는 트럭이 있으니까요.” 그는 파리의 아파트와

제네바의 집 사이를 오가며 휴식을 취하는데, 제네바의 집 근처에는 언덕과 산도
있다. 드라이빙하기에, 그리고 그의 다른 취미인 달리기와 사이클링을 하기에도
완벽한 플레이 구역이 제공되는 것이다.

전혀 드라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열정적으로 요리를 즐긴다. “키친에 있는 걸,

참고 기다리는 걸 좋아하죠. 프랑스 요리가 제가 가장 많이 요리하는 거지만,

저는 스위스인이죠. 그래서 두 나라의 요리를 조금씩 섞으려고 시도한답니다.

저만의 대표 요리는 없지만, 디저트는 늘 초콜릿이죠. 초콜릿 없이는 못 살아요!”

기차가 아니라 차를

F1 타이틀 노리기 그리고 르망 대회 우승의 꿈 말고, 앞으로 어떤 타입의 차를
자신이 몰게 될지, 그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I-PACE를 정말 타보고

싶어요. 경이로운 외관이죠. 실내공간도 넓고요. 제 생각엔 도시인을 위한 전기
차가 미래가 될 것 같아요.” 놀랄 것도 없이, 그는 레이서로서 자율주행 차량을
반기지 않는다. “운전을 사랑하죠.” 그의 말이다. “특히 F-TYPE SVR이나 400
SPORT 를 타고 산 둘레 도로를 돌아 다닐 때를요.”

“설혹 그렇게 빨리 주행하지 않을 때라도, F-TYPE과 함께라면 튜닝된 엔진과

배기구에서 나는 놀라운 소리를 들으며, 차량의 뛰어난 제어력과 민첩성을
도로에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간 계속 이런 유형의 차를

운전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차가 아니라 기차를 타는
셈이 될 거에요.”

F-TYPE 모델 전부를 확인하고 당신만의 F-TYPE을 구성해보세요. 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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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달 초, 한 실리콘 벨리 스타트업 업체

가 만든 무인 자동차로 여행을 떠났었다.
차량은 자율주행 능력이 있었지만, 제작

자는 주행, 정지, 가속의 제어를 차내 장착된 거대한

컴퓨터에 양도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탄 ‘무인’ 자동차

DRIVERLESS IN THE CITY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도시 라이프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꾼다
WORDS: Olivia Solon ILLUSTRATION: Mario W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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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간’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의 ‘두뇌’ (주변의

사물과 장애물을 식별하고 범주화하며 동시에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가 활동 중임을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봤을 때, 내 두뇌는
미래의 도시에 관해, 새로운 혁신과 테크놀로지가

도시 라이프를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더 녹색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교통만큼 도시 거주자들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속시키는 골칫거리는 또 없다.

백만장자든, 버스 보이든, 리무진을 타고 있든,

라다를 타고 있든 당신은 러시아워에 범퍼와 범퍼가
마주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염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말이다. 교통체증이나
지옥철과 씨름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사라져

“자동화된
미래로부터의 경고
한마디:지각에 대한
변명을 더는
늘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혼자 주차하러 갈 것이다. 주차 공간 하나를
찾기 위해 기를

쓰고 복층 주차장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더는

순식간에 다른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능력은 물론

없는 것이다. 다른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은 채

원자들을 실험실에서 실험실로 이동시키는 데

공간에 차를 끼워 넣으려고 할 때의 그 긴장감 역시

멋지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까지 단일
성공했을 뿐이어서, “빔 미 업, 스코티”[영화 스타

트렉에 나오는 순간이동 주문]가 실제로 가능 하려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도시와 그 주변의 대중교통을 조금 더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연결된, 그리고 차량 전체에 장착된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이동 중 차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대를 통해 심장 박동 수와 땀의 분비를 모니터링
하여 도로 위의 분노 감정을 알아내고 완화하는

센서. 나는 그런 혁신을 보고 싶다. “당신 지금 엄청

짜증난 것처럼 보이는군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톤으로 차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조용히 명상을 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자율주행차들은 주변을 탐색하는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을 필요로 하므로, 들키지 않으려는
범죄자들은 분투를 해야 할 것이다. 차량 도둑질은
최고 속력 130mph를 지닌 아주 거대하고 무기를
장착한 무언가를 사냥하는 일과 비슷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범죄 시도에 대한 영상이 포착되면,

차량의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가동될 것이다. 차량이

장난기 가득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
말이다. 차를 타려고 다가오는 친구나 가족이 있을
때 엑셀을 밟아 몇 미터 도망가본 적 있는 이라면,

그렇게 놀릴 때 어린아이가 되는 듯한 기쁨이 무언지
알 것이다. 자동차를 훔치겠다는 시도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무인 자동차를 주문할

당신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좁디 좁은

수 있다면,

더는 경험할 필요가 없다. 다시 도로에 나갈 때에는,

유지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라이더Knight Rider 같이 당신에게 달려올 것이다.

지분을 조금 받고 그들에게 차고를 사무실용으로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호출하면 순종적인 나이트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자율성이다. 도로 위의
전기 자율주행차들은 (만일 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올 교차로들에서 잘 이동할 수 있다면) 교통
흐름 개선에서부터 (차량들은 서로 더 밀착해서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고 감소에 이르기까지,

차고가 더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차량을

대신, 당신은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에서 주식
임대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존, 애플, 디즈니,
구글 모두가 차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니 단지

주차만을 위하던 그 좋은 자리를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된다면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얻는 깨달음을

수많은 이점을 선사할 것이다.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제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형태를 따라 했듯, 현 세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걱정은 마시길, 이미 필자는 주택 모기지를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 자동차들이 마차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형태는 엄격한 안전 기준에 의한 것이나,

고양이용 VR 헤드셋은 어떤가? 필요하신 분? 돈

변경해놓았으니까.

자동화된 미래로부터의 경고 한마디: 우리는

자동차 충돌의 90% 이상의 원인인

지각에 대한 변명을 더는 늘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블럭에 나오는 커피숍에 무지방 알몬드 카라멜

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혁신적인

늦어. 차가 너무 막혀:-( ”라는 메시지만 보내는 것에

도착할거에요.” 도착할 즈음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전대도, 브레이크 페달도

로봇의 팔이 부드럽게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말이다. “우리, 20분 정도 쉬는 건 어떨까요? 다음
프라푸치노를 주문해놓았어요. 5분 후면

실시간 주차 상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는 가장 가까운 곳의 빈 주차 공간에
당신을 곧장 데려간다. 헐크 같은 분노는 미리

차단되는 것이다. 나는 테크놀로지가 향상되어,
현재의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수준이 자율 발레
서비스가 될 정도로 진화되기를 꿈꾼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를 하게 되면 차는

인간의 실수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능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많은 변화를
사라질 것이고, 이동 중에 보다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냄에 따라

약속시간에 늦으면 “미안해, 친구야, 가고 있는데 좀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교통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명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신기술과 자연 간의 충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 컨피그레이션이 출현할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만나게 될 것이다. “ 내 자율

위한 유선형 형태의 무인 자동차들이 도시를

치고 가야 할지 결정 못하고 있어서 결정할 때까지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나 데이트, 혹은 저녁식사를
돌아다닐 것이다. 무인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자동차가 다람쥐 한 마리를 치고 가야 할지 새떼를
조금 기다려야 해. 많이 살리고 조금만 밟고
지나갔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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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나게 빠 른 레이서들 을 위한

SYBIL
LUPP
뉴질랜드의 전설 시빌 루프(Sybil Lupp)는
메인스트림 레이서 목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여성 드라이버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녀의 커리어는 그녀가 레이싱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T E X T: P a u l E n t w i s t l e
I L L U S T R AT I O N : A n n a P a r i n i

시

빌 오드리 마리 웰즐리 콜리 (Sybil Audrey Marie Wellesley-

Colley, 1916년생)가 뉴질랜드 북섬의 작은 양 농장에서 자랐다.

하지만 뉴질랜드 최초 여성 레이싱 드라이버가 될 이 여성은 유년

시절부터가 달랐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대로 살았다. 즉, 그녀는 인형이나 웬디
하우스에 관심이 거의 없었고, 4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티 세트를 “바퀴가

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살을 내버렸다. 11세의 이 소녀는 농장에 아버지

차를 내동댕이쳤는데, 전쟁 전 뉴질랜드에 만연했던 거드름 피우는 사회풍조를

뒤흔들 징조였다. 그녀는 말 많은 것을 싫어하는 자동차광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차량 유지보수 교육을 끝마치고 자동차를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성들이 지배하는 직업, 그리고 사회에서 너무 어린 소녀였던 그녀에게

당시 일이 “힘들”었긴 했으나, 만약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머지않아
재규어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재규어와의
평생의 연애 관계가 시작되는 그 첫 계단이었다. 그녀는 15대의 재규어를

보유했는데, 황금색으로 도색된 눈부신V12 E-Type(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드레스와 어울렸다), 밝은 레드 XJS, 그리고 향후 그녀의 시그니처 카가 될
화이트 XK120도 그 중에 있었다.

자동차는 시빌의 진정한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레이싱 팬이자 기계공이었던

잭 루프 (Jack Lupp)를 만나 두번째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둘은 자동차

판매점에서 함께 일했는데, 잭은 재치 넘치고 경이로운 회색 눈을 지닌 이

금발의 글래머 여인 에게 반하게 된다. 두 사람은 1939 년 결혼하였고, 이는
전쟁의 첫 격동이 뉴질랜드 해변까지 도착하던 시점이었다.

시빌은 뉴질랜드 여성 보조 공군의 한 조종사로 근무하며 “조용한 전쟁”을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1945년 비극을 맞이한다. 잭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이

었다. 2년 뒤, 그녀는 잭의 형이자 또 한 명의 자동차광인 퍼시(Percy)와 사랑에

빠진다. 둘은 결혼에 이르고, 오타고 스포츠 카 클럽(Otago Sports Car Club)을
세운다. 당연하게도, 시빌은 이 클럽의 첫 번째 레이스에서 우승한다. 이후

그녀는 남성 경쟁자를 수차례 이기게 되면서, 우승 트로피를 모으는 것이 그녀의
취미가 될 정도였다.

시빌은 자신의 인생을 고속 차선 위에서 살았다. 1961년 무렵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끝나지만, 그녀와 전직 재규어 엔지니어 라이오넬 아처 (Lionel Archer)
가 설립한 재규어 판매점의 비즈니스는 꽤 성과가 좋았다. 1969 년 라이오넬은
마침내 재규어 보닛 위에서 그녀에게 청혼하고, 시빌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된다.

나이는 시빌의 속도나 삶의 방식에 그늘을 드리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적응하기만 했다. 그러나 74세에 그녀는 자신이 노년이라는 사실을 한가지

인정하기에 이른다. 자동 변속기와 파워 스티어링을 장착한 레드 XJS를 구매한

것이었다. 1994년 시빌은 78세로 숨을 거두었고, 장례식 날엔 한 자동차 클럽의
퍼레이드 행렬이 그녀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했다. 스타일, 강한 표현력, 우아함
그리고 순수한 레이싱 재능,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녔던 그녀는 앞으로 나올

미래의 여성 레이서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녀는 남성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더 남자다울 필요는 없음을 증명하였고, 오직 필요한 것은
드라이버 그리고 진정한 자동차광으로서 평생 간직되는 열정 어린 집념이
전부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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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ROL EDGE PROFESSIONAL
EXCLUSIVELY RECOMMENDED
BY JAGUAR.
TITANIUM STRONG FOR MAXIMUM PERFORMANCE.
CO-ENGINEERED TO MEET THE NEEDS OF JAGUAR.
Boosted with TITANIUM FST™, Castrol EDGE Professional is our strongest
and most advanced range of engine oils yet. Its TITANIUM FST™ doubles
its film strength, preventing oil film breakdown and reducing friction.
This gives you the confidence to be in perfect sync with your car and push
the boundaries of performance. That’s why Castrol EDGE Professional
is recommended by Jaguar.

www.castrol.com

www.zenith-watches.com

LEGENDS ARE FO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