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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word

재규어�커스터머�컨택트�매니저�엠마�포스터가�역사의�교훈이�
왜�종종�미래를�만들어가는�가장�위대한�영감의�원천이�되는지�설명한다��
있었다. 굽힐�줄�모르는�이러한�모더니티�또한�우리의�역사적�차량들을
현�제품군들에�연결해주며, 그�어느�때보다도�다양해진�재규어
라인업에�연속성을�제공하는�요소다.

1950 년대에�출시된�우리의�레이싱카들은�당대의�자동차�공학

기술을�발전시켰고, 이�기술�발전은�도로용�차량들에�영향을�미쳤다.

마찬가지로, 우리의�포뮬러 E 레이싱�팀은�새로운�모터�스포츠�형식을

개척하고�있고, 그�기술과�전문지식은�도로용�차량들로�유입되고�있다.

세계�톱�클래스�디자인은�언제나�우리의�차들을�아름다운�사물로

만들어�주었다. 하지만�재규어는�언제나�그러한�시각적�미학을�혁신적

소재�클래식�워크(Classic Works) 시설에서�재�탄생된
E-TYPE. 그리고�신제품 E-PACE 스포츠�컴팩트 SUV.

이�둘을�연결하는�건�무엇일까? 60년�전�세계에서�가장�위대한

레이싱�대회를�주름잡았던 D-TYPE과�오늘날의�재규어 I-TYPE 포뮬러
E 전기�레이싱카가�공유하는�건�무엇일까? 불을�뿜어내는 XE SV

프로젝트 8. (재규어�역사상�가장�극렬한�퍼포먼스를�선보이는�차량)
그리고�우리가�제작한�최초의 5인승�전기�스포츠카 I-PACE 콘셉트.
이�둘의�공통점은�무엇일까?

물론�이�차량들�모두가�차체�앞쪽에�재규어를�상징하는�배지를

부착하고�있긴�하다. 그리고�이들�모두를�여러분은�바로�이 <재규어>
매거진 3호에서�한꺼번에�만나보게�될�것이다. 이�자리에서

여러분에게�환영�인사를�한다니, 개인적으로�정말이지�영광이다.

그런데�이곳에서�여러분이�읽게�될�믿기�힘들�만큼�다양한�재규어
차량들을�서로�연결하는�요소는�생각보다�훨씬�더�견고하다.

재탄생된�이�재규어�아이콘들은�지금�시점에서는�꽤�복고풍으로

(과거�어느�시대의�디자인을�보여주기에�안성맞춤인�제품들로)

고객들이�필요로�하는�패키지�속에�담아서�말이다. 따라서�재규어

차는�단지�멋져�보이는�차만은�아니다. 그들은�실용적이기도�하다.
현�시대�고객들의�변화하는�니즈에�부응하겠다는�뚜렷한

목적의식은�우리를 F-PACE와 E-PACE SUV로, 이윽고�오직�전기로만
운행하는�재규어�전기차의�제작으로�이끌었다. 우리의 F-PACE가

2017 월드�카�어워드(World Car of the Year Award), 월드�카�디자인
어워드(World Car Design of The Year Award) 모두를�석권한

사실은, 비록�형태는�변경하더라도�재규어의�본질만은�우리가�늘
보존해�왔음을�말해준다.

또한�재규어�제품군이�늘어나면서�우리의�잠재�고객�역시�더욱더

증가하고�있다. 이번�호에서�새로운 E-PACE가�처음�시운전되는데,
차량의�최종�출시�일이�기대만큼�빨리�다가오지�않은�상황에서�이

차를�당장�주문하고�싶어하는�분들을�위한�것이다. E-PACE 구매�고객
중�많은�분들이�처음�재규어와�만나는�분들일�것이다. 우리는�이곳

재규어에서, 또�오랫동안�재규어와�함께�해온�열렬한�재규어�팬들을

대신해서, 새로운�고객�분들에게�특별한�환영의�인사를�미리�전하고자
한다. 당신의�새�차는�경이로운�큰�그림의�일부이며, 이번�호가�그것을
보여줄�수�있기를�희망한다.

보일지도�모르겠다. 그러나�이�차들이�처음�출시되었을�때�재규어

고객들이�이들을�봤던�시선으로�이들을�봐주시기를. E-TYPE, 첫�번째
XJ 세단�같은�차들은�자동차�역사상�터닝�포인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획기적인�차량들이었고, 특히 E-TYPE은�시대�정신을�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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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포스터

커스터머�컨택트�프로그램�수석�매니저

PHOTOGRAPHY: HANNAH SMILES

재

규어가�새로운�열정으로�문을�연, 코벤트리(Coventry)

공학기술� 우리의�전매특허인�퍼포먼스와�다이내믹함과�융합해왔다.

JAGUAR SERVICING

QUALITY SERVICING,
QUALITY TIME

We understand the value of relaxation. In fact, when you bring your Jaguar
in for servicing, we do our best to help you unwind. That’s because at our
Approved Service Centres you know your Jaguar is in safe hands; you’ll find
expert technicians, Genuine Parts and even complimentary refreshments are
all simply part of the service.
To book your service, go to 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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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I-PACE 콘셉트 전기 스포츠카와 함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재규어.
최신의 스트리트 테크놀로지. 2.0리터의 탁월한 F-TYPE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스마트한 어느 여행지.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도래
HERE AND NOW

영국과 프랑스가 204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일러주듯, 전기차의 시대를 향한 추진력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물론 이 두 국가만에서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을 기한으로 이미 정해놓았고,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연방 주 그리고 인도

역시 203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는 안을 숙고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는, 2025년까지 신형 차량 중 최소 15%를 전기차,
하이브리드 또는 연료전지 차로 만들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조를 따라가고 있다.

언제나 최첨단 혁신기술을 지향해왔던 재규어는 포물러 E와 함께 이 전기

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모토 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큰 관심을 촉발하고 있는 I-PACE 콘셉트는 전기차
(EV) 제작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준다.

I-PACE 콘셉트는 퍼포먼스(고성능)의 가족형 SUV를 한 몸으로

구현한 가장 스마트한 미래형 5인승 스포츠카의 모습을 제시한다. 일상적

실용성 더하기 순수한 설렘과 즐거움이 바로 이 모델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이 혁명에 함께 하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삶을 전기화할

PHOTOGRAPHY: JLR

I-PACE의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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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자그레브(Zagreb)
TRAVEL

이곳은 멋지다. 역사적이기도 하다. 훌륭한 나이트 라이프와 음식이

넘쳐난다. 자그레브가 로운리 플래닛 선정 2017년 톱 유럽 여행지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이 가이드북은 이 크로아티아의
수도를 “코스모폴리탄적이며 최첨단인 도시”라고 불렀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다. 자그레브에는 상류문화 전통을 지닌 어퍼 타운과 넓게 퍼져 있는

신 동유럽풍의 로어 타운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둘을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홍보되는 케이블카가 연결하고 있다.

자그레브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도시 곳곳에 위치한 스마트

벤치에서는 숨을 고르며 폰을 충전할 수 있고, 신속한 도시 횡단을 도와주는
지하 터널들에는 설치 미술들이 돌출해 있다. 돌락(Dolac) 마켓(반 젤락식

광장[Ban Jelačić Square] 옆에서 매일 열리는 마켓)에서 판매될 갓 딴
딸기를 보호하는 밝은 레드 컬러의 파라솔들도 독특하다. 도시 어디에나
있는 한적한 공원들 덕분에 일광욕을 즐기는 이들은 거리의 디자인 숍과

카페 바로 옆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관광용 엽서에 등장하는, 타일

루프가 특색인 성 마르코 성당(St Mark’s Church)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브로큰 릴레이션십 뮤지엄(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이라는
이름의 괴짜 박물관도 있다. 자그레브만이 선사하는 기쁨을 스스로

만끽해보시길—산들산들 미풍이 부는 어느 저녁, 야외 테라스가 있는 키노
유로파(Kino Europa)에서 마실 거리를 주문한 후, 지금 최절정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를 음미해보시라는 말씀.
여행 준비 시작은 이곳에서 하시길. infozagreb.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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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SIG N “진정한 재규어
스포츠카이자 진정한 F-TYPE이죠.
재규어만의 디자인 DNA를 희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 오브 포를 향하여

이안 칼럼, 디자인 감독

PERFORMANCE

재규어가 생산한 차량에 탑재되었던 것 중 가장 강력한 4기통이

이 최신형 F-TYPE은 같은 유형 중 또 다른 자동 엔진(340PS) 차량보다 무려

탑재되었다. 빛나는 수상 경력의 이 2인승(올 알루미늄) 차량의 선택

뛰어난 민첩성을 만들어낸다. “중량 감소의 대부분은 전방 차축 부위의

뛰어난 민첩성과 효율성을 지닌 순수한 스포츠카 뉴 재규어 F-TYPE에
사양이 이처럼 넓어진 건, 독보적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2.0리터
300PS 터보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 덕분. 이 4기통의 신형 F-TYPE은

리터 당 150PS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F-TYPE 차량의 엔진
가운데에서는 최고 출력이다. 터보가 장착된 엔진은 340PS V6와

비교하여 16% 더 높은 연료 경제성을 자랑하며, 단 5. 4초 만에 60mph
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이 정도 크기의 엔진이 이 정도 성능을 보인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일이죠. 게다가 향상된 연료 효율성, 경제성과 성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덕분에 재규어 F-TYPE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에게

가까워졌죠.” F-TYPE 비히클 라인 감독 이안 호반(Ian Hoban)의 말이다.

52kg이나 가벼운데, 이 또한 인상적이다. 바로 이것이 이 포 실린더 차량의

감소에요. 덕분에 차에는 균형미가 생기고, 정말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죠.”
재규어 스포츠카 수석 제품 엔지니어 에롤 무스타파(Erol Mustafa)의
설명이다.

“진정한 재규어 스포츠카이자 진정한 F-TYPE이죠. 재규어만의 디자인 DNA

를 희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디자인 감독 이안 칼럼(Ian Callum)의 말이다. “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두 세계 모두에서 최고인 것이다. 매혹되지 않을 방도가 있을까?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맞춤 제작을 원한다면 jaguar.com
*상기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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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F-TYPE 스케일 모형
COLLEC T

실물을 고스란히 재현한 제품으로 컬렉터들이 탐낼 만한 물건. 세세한 디테일을
살려낸 F-TYPE 모형 카이며, 다이 캐스트로 주조했다. F-TYPE 차주나 재규어
마니아에게 그만인 선물.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사무실에 비치해도 좋다.
shop.jaguar.com

“

이 다이내믹한
향수는 힘� 자신감�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가속의 향기
STYLE

때로 스타일은 실제로 볼 수 없는

무언가에도 적용된다. 남성용 향수 신제품
재규어 페이스 엑셀러레이트(Jaguar

Pace Accelerate)는 고전적인 남성적

향인 블랙 페퍼, 캐시매란 향에 크리스털
모스, 로즈매리 향을 결합해 기품 있고
생기 넘치는 남성미를 제공한다.

이 다이내믹한 향수는 힘, 자신감,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스타일에 민감하며

어디에서든 인상을 남기고 싶은 이 시대의
신사들에게 적격이다.

수퍼페데스트리안 코페하겐 휠

I N N OVAT I O N

오후에 재규어를 운행하기 전, 오전에 타는 자전거는 때로 버거울 수 있다. 특히 언덕을 오를 때라면

말이다. 내 멋진 자전거를 e-바이크로 교체해보자. 뒷바퀴를 수퍼페데스트리안(Superpedestrian)에서

출시한 혁신적인 코펜하겐 휠(Copenhagen Wheel)로 교체하면 끝이다. 이 새로운 휠은 배터리, 모터,
센서, 심지어 스마트 폰 연동을 능숙하게 구현하며, 최대 10배의 페달 가속력을 제공해준다.
superpedestr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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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AUSTIN FEDERA / PR

shop.jaguar.com

고프로 카르마 드론
TECHNOLOGY

이 초경량의 소형 드론은 교체 가능한 팔, 랜딩 기어, 깨끗한 영상을 보장하는
꼬리날개 그리고 쉽게 분리 가능한 배터리가 특징이다. 사용하기 편리한 앱
기반 제어 시스템으로 이동 중 공중에서 숨 막히는 자연의 광경을 담을 수
있는 이상적인 아이템.
gopro.com

휠 그리고 우리 아이의 환호성
P L AY

신제품 재규어 주니어 키즈 라이드(Jaguar Junior Kids Ride)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형처럼 빠르게 코너를 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라운지
소파 뒤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멋진 모습이다. 운전

면허증이 필요 없는 재규어일 테지만, 전후방에서 작동하는 LED 조명,

부드러운 터치 시트, 저소음 타이어 덕분에 주행의 스릴만큼은 동일하다.
18-36개월 유아에게 적합하다.
shop.jaguar.com

스타일과 함께 하는 드라이브
STYLE

스타일리시한 일요 드라이브를 위한 이 세련된 드라이버 자켓이 옷장에 없다면, 남성의
옷장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터프한 나일론 겉감, 따뜻한 안감, 목 부위에 고정된 버클,
팔 부위의 품격 있는 흰색 레이싱 줄무늬가 특징인 이 제품은 언제나 스타일과 함께
드라이브하도록 해준다.
shop.jaguar.com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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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카데미 스웨덴
EXPERIENCE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으로 황량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의 극한의 기온과 기후는 재규어 차량들이 제 속도로
질주해보기에 완벽한 조건이다. 스웨덴의 북극 서클(Arctic Circle)에

위치한 아르예플로흐(Arjeplog)는 재규어 차량들이 극한의 한대 기후를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장소.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스 아카데미
(Jaguar Land Rover Ice Academy)에 참여한다면, 누구나 영하의
테스트용 트랙에서 주행해볼 수 있다.

겨울엔 꽁꽁 얼어붙는, 아르예플로흐의 거대 호수 호나반(Hornavan)

은 세계 최첨단의 자동차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킷들이
집결된 곳이다. 호숫가에는 사는 사람들은 겨우 1,800 명이며,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관들을 품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스 아카데미의 전문가

강사진과 함께 스릴 넘치는 드라이브를 즐겨보시길. 강사진은 신형

차량들이 각자의 최고 한계치로 서킷을 주행하게 할 때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전수해준다. 재규어 F-TYPE과 재규어 F-PACE를 몰고 질주하는

짜릿한 쾌감을 즐기는 동시에 아이스 드라이버 용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다.
동시에 머리 위편 하늘에서 어른거리는 오로라 빛을 감상하고 따뜻한

환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곳이 북극 툰드라 지대라는 사실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가?

지금 바로 이 경험을 예약하세요 jaguar.com/experience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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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시 스카이 랜턴 페스티벌
EVENT

대만의 어느 외딴 언덕 마을인 핑시(Pingxi)의 주민들은 예전에 등불(랜턴)을 켜서
이웃 마을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안부를 전하곤 했다. 이 풍속은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장엄한 빛의 페스티벌로 변신했다. 관광객들은
그림 같은 고요함으로 핑시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무수한 등불들을 보려고
이곳을 찾고 있다. 다음 축제는 2018 년 3 월에 열린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tour.ntpc.gov.tw

PHOTOGRAPHY: LANTERN FESTIVAL / NICK HARVEY 2017

“

107 평방 피트의
포장 도로는
땅을 밟는 발들의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이를 전기로 변환한다.

전기화를 향한 스마트한 전진
TECHNOLOGY

전기화를 향한 재규어의 행진을 다른 이들이 뒤쫓고 있다.

다음 번에 런던에 간다면 버드 스트리트(Bird Street)로 가보자.
본드 스트리트 역 (Bond Street station) 근처 셀프리지

(Selfridges)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곳에 가면
세계 최초로 걸을 때의 에너지를 수확하는 스마트 스트리트를

만나볼 수 있다. 페이브젠(Pavegen)이 설치한 107 평방 피트의
포장 도로는 땅을 밟는 발들의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아래쪽에
있는 회전식 발전기들을 이용해 이를 전기로 변환한다.

런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많은 혁신을 보려면, 흥미진진한

뉴 재규어 E-PACE의 첫 번째 드라이브를 소개하는 18 쪽을 확인해보자.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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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NE V ER FORGET
YOUR FIRST C AR
shop.jaguar.com

Introducing the Jaguar Junior ride-on car. Featuring working LED lights and low noise tyres as standard.
Buy online at shop.jaguar.com or visit your nearest retailer.
THE ART OF PERFORMANCE

TA L K
OF
T HE
TOW N
재규어 패밀리에 새로 합류한 ‘새끼 재규어’가
처음으로 생기발랄한 다문화의 집합체인
런던의 시끌벅적한 거리를 쏘다니자 행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저널리스트이자 저자
그리고 지역 토박이인 가이 버드(Guy Bird)가
가족(아내와 두 딸)과 함께 E-PACE를 몰고
액티브한 24시간 도시 투어를 떠났다.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는 곳, 여기저기
숨은 보석과 경이로움을 찾아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가족의 모험을 함께 동행해보자.
WORDS: Guy Bird
PHOTOGRAPHY: David R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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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 씨 가족을 만나보자: 런던너들, E-PACE 팬들, 도시 모험가들
그리고 스니커즈 중독자들.

8.30AM SW1

가장 먼저 할 일은 창의적 향기가 깃든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일. 이보다 하루를 더 잘 시작하는 법이

있을까? 첫 행선지는 그래서 센트럴 사우스-웨스트

우리가 뉴 재규어 E-PACE에 승차하니, 별반

놀랍지도 않지만,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는 말똥말똥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크로넛’(Cronut, 도넛과

근육적인 후부에서 받은 영감, 약간 수직적인 전조등,

크로와상이 교차된 것으로, 우리가 방문한 날에는
일품의 흰 복숭아 크림과 라즈베리 소스가 함께

했다.)은 뉴욕에서 출생한 메뉴로 지금까지 한결같은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

프랑스가 고향인 이곳의 전문 제빵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빵들을 뉴욕, 도쿄, 그리고 런던에서만 팔고

쳐다본다. E-PACE는 작지만, 스포티한 F-TYPE의
그리고 슬림하며 수평적인 테일 라이트를 통해서

재규어 가족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 지만, 그럼에도
확연히 눈에 띈다.

수많은 운전자 지원 기능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런던 시내를 관통해 주행해보니, E-PACE의 높은

차고, 그럼에도 컴팩트한 차체 비율이 도시 주행환경

있다. 그가 만든 맛있는 시그니처 크로넛을, 무한대의

에는 꽤 적절하다는 느낌이 찾아 든다. 믿음직스러운

(Banoffee Paella)를, 풍미 짙은 웰쉬 레어빗

핸들감과 함께, 차는 런던 아이(London Eye)와 국회

끈적임과 달콤함을 선사하는 바노피 파엘라

크로와상(Welsh Rarebit Croissant)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어보면, 또는 그의 프로즌 스모어(Frozen
S’more)의 맛에 깜짝 놀란다면, 이 이단아스러운

먹을거리가 왜 인기를 끄는지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어른은 커피, 아이들은 핫초코와 주스로 입을

THE JAGUAR

활동을 개시했다.

런던에 있는 도미니크 안젤스 벨그라비아

(Dominique Ansel’s Belgravia) 베이커리다.

20

씻고 모두 물 한 잔씩 마신 뒤, 이날의 공식적인 첫

안정감을 주면서도 기민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재빠른
광장(Parliament Square)을 지나 쾌적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곧이어 본격적으로 힘을 내더니, 노쓰
런던에 있는, 잎이 무성한 매너 하우스(Manor
House) 그리고 캐슬 클라이밍 센터 (Castle
Climbing centre) 쪽으로 전진해갔다.

위: 민첩하고 스포팅하며 그립감 좋은
캐슬 클라이밍 센터는 E-PACE의
핵심적 특징들을 반영한다.
아래: 한 아테스는 자존심 강한 독립적
데님 전문업체 블랙호스 래인
아틀리에를 움직이는 동력원이다.

11AM N4

캐슬 클라이밍 센터는 빅토리아 양식의 어느

양수장(이곳은 1842년엔 성으로 위장했었는데,

이곳이 좀 덜 산업적인 외관이기를 희망했던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래 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등반

장소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이 독특한
장소를 찾는 등반객들은 월 25,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수많은

등반용 암벽들, 다채로운 돌기, 어느 타워 안에

있는 100 피트의 길이의 현수하강 시설이다. 이제
12살, 13살인 내 딸들도 도전장을 제출하며 위로
올라갔다. 곧 장비를 착용하고는 아침에 채운

열량을 소비한다. 덕분에 아내는 한숨을 돌렸고, 난
도로를 내려가, 또 하나의 (잘 유지된) 비밀의

장소로 향할 수 있었다. 런던에서 가장 최근에
생겼지만 오직 셀베즈 데님만 제조하는 업소,
블랙호스 래인 아틀리에(Blackhorse Lane
Ateliers)가 바로 그곳.

이곳의 운영자는 터키-쿠르드 족 혈통을 지닌,

업계의 베테랑 한 아테스(Han Ates). 그는 세부가
수려하게 처리된 청바지를 무기로 ‘패스트 패션’에
맞서고자 분투하고 있다. 그는 비용과 품질,

제조에서 유통까지의 탄소 발자국, 이 모두를
중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의 최고급 플라이

청바지 하나를 열어보고, 다른 제조업자들이 바지
원단 제작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면직물로 만든 포켓의 묵직함을 느껴본다면,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는10명의 직공들을

관찰해본다면, 당신은 영혼 있는 노동의 결실을
목격하고 있는 셈이 된다. 물론 한 번에 한가지

활동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도시 풍속에 걸맞게,
청바지, 셔츠나 자켓이 맞춤 제작되는 동안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E - PAC E

12.30PM E17

아이들은 아직도 등반 중이다. E-PACE의 터치 프로

(Touch Pro)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스탠다드 10 인치
스크린 위에 나타난 네비게이션은, 이제 10분만 가면
월텀스토우(Walthamstow)의 조명

숍/박물관 ‘가스 오운 정크야드(God’s Own Junkyard)’

에 당도한다고 알려준다. 라스 베거스 외에 이보다 더

인상적인 네온/조명 컬렉션이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되는
곳이다. 맹렬한 시각적 공습도 그렇고, 이 사물들의

경이로운 역사도 그러하다. 이곳의 운영자 마커스 브레이시
(Marcus Bracey)는 3대째 네온사인 제작을 해오고 있는
어느 가계의 혈통. 이곳의 조명들은 런던의 웨스트 엔드
위: 블랙호스 래인 아틀리에의 개인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맞춤형 청바지를 제작할 수 있다.
오른쪽: 조명 숍, 박물관, 카페
‘가스 오운 정크야드’의 운영자
마커스 브레이시.

지역의 대부분을 밝히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1980
년대 컬트 고전 <블레이드 러너>부터 보다 근래의

액션무비 <캡틴 아메리카>까지 블록버스터 영화용 특별
네온사인들도 이곳에서 제작된다.

대개 영화 제작사는 제작 완료 후 저장고를 따로

운영하지 않기에 네온사인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덕분에 이곳에는 12개 업소에 채울 만한 분량의, 눈부신
그야말로 빛이 나는 조명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실제로, 브레이시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만 1,400
여개의 네온사인이 있고, 이것들을 밝히는 전기료만 1

주일에 700파운드가 지출된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곳에 있는 대다수 조명은 판매용이나

대여용이다. 런던 중심부에 있는 이 빛의 오아시스에 나는
경탄을 금치 못했고, 다른 날 다시 들르기로 다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모험과 즐거움을 위해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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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2

지칠 대로 지친, 그러나 한껏 기분 들뜬 (그리고 캐슬
클라밍 센터의 카페에서 배를 채운) 아이들은 지금
E-PACE안에서 아주 행복하다. 넓은 뒷좌석에서

편안히 쉬다가, 고정식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를 열고
도시 구경을 즐기더니, 인콘트롤(InControl) 앱을
통해 스포티파이(Spotify) 음악을 감상하는 등
자기들의 바쁜 디지털 생활을 이어간다.

차량 실내에 5 개의 USB 충전 포트가 구비되어 있어,
늘 충전이 가능하고, 중앙 팔걸이 아래쪽에 태블릿을
수납할 수도 있다.

주행 도중 나는 E-PACE의 실내에도 F-TYPE의

영향력이 연속되었음을 확인한다. 우선 스포티한
운전석은 지저분한 것 하나 없는 안락한 조종석

느낌을 준다. 계기판 쪽의 눈에 띄는 스티치부터

도어핸들 주위에 액센터를 살린 메탈, 초스피드 기어
셀렉터까지, 실내의 모든 표면에서 고급스러움이
발산된다.

러시 아워가 아닌 시간대, 브릭 래인(Brick Lane)

지역까지 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곳
특유의 독립형 숍들, 화려한 거리 예술, 별스럽고

기이한 마켓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일에 열심인 패션

리더들의 모습에 우리는 감탄한다. 호기심 많은 도시

모험가, 매끈함을 추구하는 도시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코스.
*

상기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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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PACE (왼쪽)의 한가지 특징은 승차를 돕는 사이드 스텝(옵션)이다.
또한 높은 차고를 자랑한다. 최대 5 개의 USB 충전 포트, 태블릿 보관함,
인콘트롤 앱으로의 무선 연결, 4G Wi-Fi 핫스팟(옵션)과 함께 항시적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아래: 하이드 파크에 있는 서펜타인 갤러리 전시관은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소란스럽고 활기찬 이 코스모폴리탄 메트로폴리스 안의 고요한,
창의성의 오아시스다.

4PM W2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이스트 런던을 떠나, 이제
우리는 차분한 분위기를 찾아 웨스트 쪽으로
향했다. 오늘은 런던이 화창하고 E-PACE도

조용한 주행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차량에는

모든 지형과 기후에 최적의 견인력을 내는(만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다. 버킹검
궁전을 지나 이제 차는 흔히 과소 평가되곤
하지만 아름다운 하이드 파크에 도착한다.

사랑스러운 호수들과 녹지 외에도, 이 왕실

공원에는 절충주의 스타일을 과시하는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y)가 있다. 지난 17
년간 매년 이 갤러리는 자하 하디드(Zaha

Hadid)부터 조지 게리(George Gehry)까지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에게 한시적인 전시관의
건축을 의뢰해오고 있다. 프랜시스 케레

(Francis Kéré)가 맡아서 진행하는 올해의

구조물은 건축가 자신이 자랐던, 부르키나 파소
(Brukina Faso) 지역 어느 외딴 사막 마을의
거대수에서 영감을 얻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템스 강 쪽으로 향하기 전, 휴식을 취하며 새롭게
출발하기 좋은 멋진 오아시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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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지역인 페컴에서는
특별한 런던 식 멀티 컬처 경험이 가능하다. 훌륭한
맛집인 대만 레스토랑 미스터 바오, 루프탑 필름
클럽에서 (영화도 상영한다.) 즐길 수 있는 빼어난
경관도 그 중 하나.

6PM SE15

사우스 런던은 25 년간 내가 산 곳이어서,
다음 장소까지의 드라이브는 식은 죽

먹기다. 페컴(Peckham)이 최고의 다이닝
장소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자기들의 새로운 집으로 여기고 또 고유의
문화를 반영하는 업소를 차리고 있는 이

지역의 끊임없는 변화상은 분명 런던이 지닌
활력 중 하나다.

작지만 완벽한 짜임새가 특색인 대만

레스토랑 미스터 바오(Mr Bao)도 한 가지
예다. 새우, 닭고기, 버섯 등이 담긴 푹신한
느낌의 찐빵은 꿈결만 같고, 지역 주민과

이곳을 잘 아는 방문객들, 친절하고 똑똑한
직원들이 한 데 어우러져 달아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석. 우리는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켜놓고
5분 정도 걸어 내려가 페컴의 한 구역에

자리잡은 루프탑 필름 클럽(Rooftop film

club)에서 <백투더 퓨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한다. 착석하기 전 우리는

옆집 바에서 음료를 한잔 하며, 단 한 순간도
같지 않은 런던의 도시 풍경을 360 도 뷰로
바라본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근처의 할아버지

집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577리터나 되는

넓은 트렁크 속 짐을 점검하고는 진짜 런던
시티로 우리는 돌아온다. 나폴레옹

호텔에서 성인들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다.
이 호텔은 이 도시에서는 유일한 ‘원룸

호텔.’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끝없는 변화와
경이로 가득한 최첨단 도시 곳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던 오늘의 모험을, 휴식

속에서 곱씹으며 하루를 마감하기엔 알맞은
곳이다.

*상기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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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PM EC2

직장인들 그리고 유흥객들이 모두 귀가한 시간.

나폴레옹 호텔 룸(위)은 지극히 평화롭다. 도심의 가장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하루의 끝, 휴식은 저절로

찾아온다. 다음날 아침, 새로운 심신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갈(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동의 동료일 뉴

E-PACE와 함께, 전진은 이전처럼 스타일리쉬하고

실용적이며 신속하고 연결된 형태일 것이 확실하다.
나만의 도시로의 여행 계획을 짜보자.

jaguar.com 에서 뉴 E-PACE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GORILLAZ

Getting
animated

재규어와 고릴라즈는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자 기술/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밴드, 만화가,
애니메이터들이 1960년대 이래 음악 공연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어떻게 서로 협력해왔는지 살펴보자.
WORDS: Phil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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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CE 콘셉트 옆에 서 있는
고릴라즈 밴드 멤버 누들
(Noodle). 그녀는 재규어
홍보 대사로, 포뮬러 E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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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LLAZ
고릴라즈 공동 창립자 제이미
휴렛(Jamie Hewlett, 왼쪽)
과 데이먼 알반(Damon
Albarn)

창작자로서 눈부신 길을 걸어왔는데, 탱크 걸은 연재 만화로 아나키스트적인

정체불명의 회의실에 앉아 있다. 노트북을 옆에 끼고 있는데, 그의

(Deadline)>에 기고하기 시작한 휴렛은 록 밴드들, 특히 영국 펑크

샤프츠버리 에비뉴(Shaftesbury Avenue)의 한 빌딩 내

트레이드마크인 약간 어색한 미소는 그대로다. 그가 여기에 있는 건, 자신이 거의
20 년 전에 만들어낸 캐릭터들의 최신 버전을 공개하기 위해서다. 당시 밴드
‘블러(Blur)’의 핵심 멤버 데이먼 알반(Damon Albarn)과 그는 가상 밴드

고릴라즈(Gorillaz)를 창립했다. 새 앨범 휴먼즈(Humanz, 일종의 ‘파티 앨범’
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끄러운 시대에 말이다.)를 발매한 이들의 컴백은 영국
뮤직 바이블인 <Q> 6월호의 색채감 넘치는 커버 스토리에(여기에서는 다른

정체성이 시대와 잘 맞는 어느 십대 소녀가 주인공이다. 유력한 잡지 <데드라인
개구쟁이들인 ‘더 센스리스 씽즈The Senseless Things’를 위해 슬리브 아트를
창작하기도 했다. 한편 알반은 ‘브릿팝’이라는 시류와 자신의 밴드 블러에 묶여
있다는 게 점점 더 지긋지긋해졌다. 지칠 줄 모르고 경계를 확장하는 그의
음악적 취향은 (무궁무진한 창의력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미국 일렉트로,
딥 소울, 덥, 월드 뮤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둘 다 곧 서른 살이 될 예정이었다.) 웨스트번 그로브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휴렛의 이미지가 제공된다.) 실려 기념될 예정이다.

(Westbourne Grove)의 한 공간으로 함께 이사해 동거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Pot), 베이시스트 머독 니칼즈(Murdoc Niccalls), 미국인 드러머 러셀 홉스

MTV 가 늘 차려놓는 음식들을 게걸스레 집어삼켰고, 이윽고 순전히 픽션인

창립 당시 이 가상 밴드의 멤버는 보컬 ‘2D’ (본명은 스튜어트 팟 Stuart

(Russel Hobbs) 그리고 일본 태생 (그리고 재규어 매니아!) 기타리스트 누들
(Noodle)이었다. 네 명 모두 자신만의 도드라진 개성과 인생 이야기를 지닌

이들이었다. 그런데 휴렛이 자신의 맥(Mac)에서 키를 누르니, 5년의 공백기간
동안 대부분의 만화 캐릭터들과는 달리 이 네 명도 나이 들어 보인다.

고릴라즈의 창립을 살펴보려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그래픽 아티스트 휴렛과 뮤지션 알반은 둘 다 창작/감정의 교착 상태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휴렛은 지난 10년 간 <탱크 걸(Tank Girl)>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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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음악이 사전 제작된 것들이라는 현실을 개탄하며,
밴드를 만들 계획을 짜게 된다. 알반은 다양한 공동 작업자들과 음악 작업을

이어갔고, 휴렛은 자신이 들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그림으로 그린 허구적
밴드의 맴버들의 생김새를 잡아갔다.

다른 이들이 맡았다면 고릴라즈는 아마 수명 짧은 프로젝트로 끝나고

말았겠지만 휴렛과 알반에게 이 프로젝트는 해방구였다. 밴드 이름을 그대로
붙인 이들의 데뷔 앨범은 2001 년 3 월에 발표되었고, 영국 Top 40 싱글 안에

포함된 4개의 곡과 비디오(획기적인 트랙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

PHOTOGRAPHY: PAL HANSEN / GETTY IMAGES

올

해 초 어느 따분한 오후. 아티스트 제이미 휴렛(Jamie Hewlett)이

고릴라즈는 청중들을 완전한 신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에 미쳐 있다.

시대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뮤직 비디오가

대표하는 당시의 청년 문화는 지난 50년간 변치 않은
채 보존되어 왔다.

라디오헤드(Radiohead)의 1997 년 히트작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Paranoid Android)>와

가 맨 앞에 나온다.)도 함께 출시되었다. 앨범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량의

커쉬너의 이 버블검 팝 클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애매하게 보일지도

있었다. 고릴라즈가 청중들을 완전한 신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에 미쳐 있다는 것!

칼손(Magnus Carlsson)은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로빈(Robin)>

비주얼 콘텐츠와 함께 나왔는데, 이것은 한가지 단순 명료한 사실을 말해주고

물론 휴렛, 알반 경이 대규모 청중에게 다가가고자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던

최초의 음악인들인 건 아니다. 그 영예를 얻어야 할 음악인을 찾기란 어렵지
않은 일인데, 누구냐 하면 바로 비틀즈다. 호평을 받았던 영화 <노란 잠수함
(Yellow Submarine)>(1968)이 개봉되기 3년 전 이들은 밴드 명을 딴

모르겠다. 하지만 라디오헤드의 뮤직 비디오를 제작한 스웨덴 만화가 마그누스
을 책임졌던 인물로, 그의 나이브한 그래픽 스타일은 (라디오헤드의 보컬) 톰

요크(Thom Yorke)의 가사에서 표현된 십대 이후의 불안감과 유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라디오헤드 외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자신들의 미학을 강력히 표현한

애니메이션 TV시리즈에 출현하며 애니메이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

이들이 있었다. 다프트 펑크(Daft Punk)의 히트곡 <원 모어 타임(One More

에피소드에서 존, 폴, 조지, 링고는 자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갔었던 곳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등장한다. 10 년 후, 이 프랑스 듀오는 디즈니의 2010년 작

시리즈는 3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세 계절 동안 연이어 방영되었는데, 각
(트랜실바니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서 상상의 골치거리들,
흡혈귀 같이 정말로 기괴한 적들과 싸운다는 내용이었다.

이 비틀즈 카툰 시리즈가 출시된 지 1년 후. 미국 십대 관객들은 (이 최초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실제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한 TV 프로그램에 중독된다.

Time)>(2000년)의 뮤직 비디오에는 노래의 미래주의적 사운드를 반영하는
<트론: 새로운 시작(Tron: Legacy)> 사운드 트랙을 제작한다. 이 작품은

80년대 초 SF 액션 고전의 속편으로, 이들의 시각적 미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 수 있다.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던 예술가들은

록 밴드 <몽키즈(The Monkees)>가 전국 각 가정의 거실에서 폭발적 인기를

많았지만, 고릴라즈만큼 노련한 실력자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섯 개의

(The Flintstones)> 같은 만화 시리즈의 성공과 시대를 함께 했던 몽키즈의

눈부신 작품이다. 한편 <사툰즈 바즈(Saturnz Barz)>(이들의 최신 앨범에서

거두었던 것. <앨빈과 수퍼밴드(Alvin And The Chipmunks)>, <플린트스톤
등장은, 최초의 가상 애니메이션 그룹인 <아치스(The Archies)>의 탄생
(1967년)으로 이어진다.

아치스는 인기 애니메이션 <스쿠비 두 (Scooby Doo)> 출연진이 등장하는

앨범이 한 데 모인 이들의 라이브 쇼는 라이브 공연과 애니메이션이 혼합된
만날 수 있는 첫 싱글)에서는 시청자를 몰입케 하는 360° 가상 현실
테크놀로지가 도입되었다.

사실 애니메이션, 음악, 진화중인 기술 간의 충돌은 어디에서든

차고 밴드 버전 같았는데, 그 실체는 돈 커쉬너(Don Kirshner)가 지휘한 세션

아티스트들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했다. 하지만 데이먼 알반과

돕기도 한 인물이다. 예민한 청각을 지녔는데, 미국과 영국의 차트 모두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법이다.

뮤지션들이었다. 커쉬너는 몽키즈의 인기를 아치스 멤버들이 마스터하도록

석권했던 아치스의 히트작 <슈가 슈가(Sugar Sugar)>를 1969년 여름 자기
레이블로 발표한다. 오늘날 <슈가 슈가> 비디오는 60년대 후반의 독특한

제이미 휴렛이 입증한 것처럼, 진정한 비전과 가슴과 영혼 없이는 이 가능성은
필 알렉산더(Phil Alexander)는 뮤직 매거진 모조(MOJO), Q, 케랑(Kerrang)의

편집장이자 라디오 플래닛 록(Planet Rock)의 진행자다.

채용의 혁신

재규어 랜드로버와 고릴라즈는 세계 최고의 차세대 전자 기술/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 새로운 인재 풀은 벌써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신 버전의 ‘고릴라즈(Gorillaz)’ 앱에서 이제 우리는 이 가상 밴드의 집 차고에 위치한
360° 환경의 ‘채용’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지원자는 두 파트로 된 도전과제를
접하게 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 지원자는 재규어 I-PACE 콘셉트를 조립해야 하며, 좀 더
까다로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체현실게임(ARG) 포맷 내 코드를 해독해야 한다.
가장 우수한 지원자들은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서 고속으로 채용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밴드 기타리스트이자 재규어 랜드로버 포뮬러 E/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홍보 대사인 누들은 이 도전에 참여하는 미래의 사원들에게 도전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코드를 해독할 수 있나요? 보유한 기술을 모두 이 테스트에 쏟아 부으세요! 아마 당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질 나쁜(BADASS) 직업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재규어 랜드로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Electrical Engineering) 부서를 이끌고
있는 알렉스 헤슬롭(Alex Heslop)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내년까지 수천 명의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 앱 개발, 그래픽 퍼포먼스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를 영입하는 우리의 방식이 급진적으로 바뀌었음을 바로 이 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튠즈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바로 앱 골리라즈(Gorillaz)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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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A G E
PRESENCE
재규어 F-PACE는 SUV 무대 위에 섬광처럼 나타나 비평가의 극찬을
받은 신인이다. 공연계의 돋보이는 신예들을 공개하려 하는
더 스테이지 데뷔 어워드(The Stage Debut Awards) 심사위원들.
이들을 이동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차가 과연 있을까?
WORDS: Nathaniel Handy
PHOTOGRAPHY: Alex H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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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PAC E

알리스테어 스미쓰
(ALISTAIR SMITH)

샘 말로
(SAM MARLOWE)

린 가드너
(LYN GARDNER)

나타샤 트립니
(NATASHA
TRIPNEY)

<더 스테이지 (The Stage)>의

프리랜서 예술 저널리스트이자

2004년부터 이

<더 타임즈 (The Times)>

<더 가이언 (The Guardian)> 지에

트리뷴 (Chicago Tribune)>에 글을

유력한 공연 블로그

<더 가디언>에 리뷰를

(The Independent)>에서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Central

온라인 씨어터 매거진

(UK Theatre Awards) 심사위원.

과정을 지도할 예정이다.

창립하기도 했다.

편집장.

잡지에서 일했다.

2권의 메이저 산업 보고서
<런던 공연 보고서 (London
Theatre Report)>

<공연 노동자 리뷰 (Theatre
Workforce Review)>의 저자.

공연 평론가.

<메트로 (Metro)> <시카고

쓰고 있으며 <더 인디펜던트

일했었다. 영국 씨어터 어워드

<더 스테이지>의

마크 셴튼
(MARK
SHENTON)

부 편집장.

<더 스테이지>의 리뷰

기고하는 공연 평론가.

공동 수석 평론가.

공동 수석 평론가.

기고하고 있고,

<선데이 익스프레스> 지의

<엑수언트 (Exeunt)>를

비평가 서클(Critics’ Circle)의

운영자이며

Saint Martins)에서 극작 석사

편집자이자

<더 스테이지>의
부 편집장이자
10년 넘게

수석 공연 평론가였고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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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

“지

금 바로 그를 만나셔야 해요. 그는 곧 영화계로 사라지고 말

본사에 영국 공연계의 저명한 평론가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매우 적절하게도

은 처음 앤드류 가필드(Andrew Garfield)가 런던 국립

올해의 월드 카(World Car of the Year), 2017 올해의 월드 카 디자인(World

테니까요.” 저명한 공연 평론가 마크 셴튼(Mark Shenton)

극장에서 연기하던 때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 무대는 프로

무대로서는 그의 첫 무대였지만, 셴튼은 자신이 지금 미래의 스타를 만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 뒤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 맨 배우는 <핵소 고지(Hacksaw

새로 출시된 재규어 F-PACE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F-PACE 자체가 2017
Car Design of the Year) 상을 포함해 이미 전 세계에서 56 개의 상을 수상한
신예 차량이다.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건, 9 개 부문의 수상 후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Ridge)>에서의 연기로 오스카와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다.

위함인데, 일부 부문은 작품 제작이 주연 배우 이상의 사안임을 다시금

위 배우가 가장 배고플 때, 성과를 내려고 아직 분투 중일 때 그에게서 미래의

연출상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 옆에는, 눈에는 덜 띄지만 훌륭한 공연

남다른 재능이 무대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그 재능은 감지되곤 한다. 무대

스타를 알아보게 되는 것. “무대 위에 선 이들의 출신 배경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 우리를 즐겁게 하죠.” 경험 많은 평론가 린 가드너(Lyn Gardner)는 최초의
데뷔 무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늘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더 스테이지 데뷔 어워드(The Stage Debut Awards)의 차별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막 프로로 활동하기 시작하려 하는 시점에, 제대로 인재를 뽑는

방법이죠.” 가드너의 말이 이어진다. “이 어워드의 장점은 바로 이 점에 있어요.”
이 어워드는 영국 런던, 웨스트 엔드 (West End)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기시켜준다. 연극/뮤지컬 부문 최우수 남자 배우상, 여자 배우상, 최우수
작품을 위해서는 긴요한 역할을 기리는 상도 있다. 최우수 극작상, 최우수

작곡상,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는 최우수 디자인상 같은 상들이다. 세트 장의

시각적 임팩트에서부터, 조명, 사운드, 의상, 헤어,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공연
제작 디자인과 연출은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데 중차대한 요소다. 이
모든 요소들이 무대 위 연기자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공연물은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처음으로 무대 세팅 그리고 조명을 디자인했던 친구들도 수상자 목록에

공연 인재들의 온상에서 펼쳐지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 영국의 새로운

있답니다.” 스미스의 말이다. “대다수는 교내 작품에 참여하며 훈련을 받았던

알리스테어 스미스(Alistair Smith) 편집장은 런던 버몬시 거리에 있는

<더 스테이지> 공동 수석 평론가 나타샤 트립니(Natasha Tripney)가 덧붙인다.

시상식이다. 무대에 처음으로 서는 인재들의 선발에만 초점을 맞춘 상이다.

<더 스테이지>(공연 예술지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저널이다.) 매거진

“어느 펍 극장에서 <요진 옥소
(YØRGJIN OXO)>를 공연 중이던
톰 히들스턴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었죠”
ALISTAIR SMITH, EDITOR TH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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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죠. 그리고 이들 중 수많은 이들이 전에는 도우미 역할만 했을 거에요.”

“하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다름 아닌 이들이죠.”

S TA R 발 견하기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데뷔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현장에 있었고 스타 메이킹의 순간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순간.

알리스테어 스미스에게 그런 순간 중 하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
톰 히들스턴(Tom Hiddleston)의 데뷔 무대다. “배터시 파크 로드에 있는 펍
극장인 씨어터 503에서 <요진 옥소(Yørgjin Oxo)>를 공연 중이던 톰

히들스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스미쓰의 회상이다. “워리어 마우스에 관한 매우
특별한 작품이었죠. 히들스턴이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었는데 그의 연기는

정말 돋보였어요.” 가드너는 다른 배우를 거론한다. “저는 글로브(Globe)에서

상연된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에서 조연을 맡았던 젬마
아터튼(Gemma Arterton)이 떠오르네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평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평론가들은 모두

어워드가 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비평가 서클이 선정한 가장 유망한 신인상(Critics’ Circle Most Promising
Newcomer award)’의 수상자들은 대부분은 스타 반열에 올랐죠. 레이첼

와이즈(Rachel Weisz)는 1994년에 수상했고요.” 서클의 회장인 셴튼의 말이다.
“실제로 수상은 중요해요. 이 상을 수상하기 전 와이즈는 ‘가디언 청년 씨어터 상

(The Guardian Youth Theatre Award)’을 수상했었거든요.” 가드너가

덧붙인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미 수상을 많이 한 이들에게 (자격이 충분하긴

하지만) 돌아가는 상이 공연계에는 많아요.” 데뷔 어워드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경력에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시상식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싶었죠. 그 시상이 실제로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어느 시점에서의 대중적 인정 말이에요.”

라이브 공연은 커튼 이쪽과 저쪽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복제 불가능한

강렬한 만남을 제공하는 법이다. “젊은이들은 경험의 공유에 목말라 있다”고
예술 전문기자 샘 말로(Sam Marlowe)는 지적한다. “라이브 공연은 감동을

느끼는 공동 경험의 장이죠. 다들 이 경험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는 페스티벌

현장에 가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어요. 최근 래티튜드(Latitude)에 간 적 있는데
공연을 보려고 아예 진을 치고 있더군요.” 더 스테이지 데뷔 어워드의 무수한

노미네이션과 더불어, 사람들의 이러한 열정은 라이브 공연 예술이 창창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을 계속 매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준다.

재규어 F-PACE 차량들의 공식 연료 소비 수치(리터/100KM, 괄호 안은MPG):

도시 5.8-12.2 (49.1-23.2); 도시 외곽 4.2- 7.1 (67.2-39.8); 통합 4.8-8.9 (59.2-

더 스테이지 데뷔 어워드
2017 수상자

연극 부문 최우수 남자 배우상

<오델로>의 아브라함 포풀라(ABRAHAM POPOOLA)
토바코 팩토리 씨어터, 브리스톨
연극 부문 최우수 여자 배우상

<더 컨추리 걸스>의 그레이스 몰로니(GRACE MOLONY)
미네르바 씨어터, 치체스터

뮤지컬 부문 최우수 남자 배우상

<알레그로>의 사무엘 토마스(SAMUEL THOMAS)
사우스와크 플레이하우스, 런던

뮤지컬 부문 최우수 여자 배우상

<온 더 타운>의 미리암-티크 리(MIRIAM-TEAK LEE)
리젠트 파크 오픈 에어 씨어터, 런던
최우수 연출상

<배신>의 르칸 라왈(LEKAN LAWAL)
더비 씨어터, 더비
최우수 디자인상

<더 컨버트>의 로시 엘나일(ROSIE ELNILE)
게이트 씨어터, 런던
최우수 작곡상

<모두가 제이미를 이야기하네>의 댄 길레스피 셀스
(DAN GILLESPIE SELLS)
크루셔블 씨어터, 셰필드
최우수 극작상

<위시 리스트>의 캐서린 소퍼(KATHERINE SOPER)
로얄 익스체인지, 맨체스터

수상 후보자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위에 언급된

개인들이 왜 데뷔 수상자가 될 만한지 알아보려면

thestage.co.uk

31.7); CO2 배출량 G/KM: 126-209. 공식 EU 테스트 수치입니다.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의 F-PACE에 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려면 jagu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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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mindset

젊은 초고속 레이서 미치 에반스는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팀의 유능한 듀오 드라이버 중 한 멤버.
짧지만 인상적이었던 그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재규어>는 포뮬러 E에 요구되는 색다른 테크닉에 대해
그리고 왜 벌써 그가 다음 시즌을 대비해 시동을 걸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WORDS: Guy Bird
PHOTOGRAPHY: Andrew Ferr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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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인인 미치 에반스
(23세)는 카트 및 오픈 휠
챔피언십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다. 그가 보기에
포뮬러 E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레이스 경쟁이
펼쳐지는 레이싱의 한
본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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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쉬가
너무
많았던 미친
레이스였고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됐었죠”

있었다. 바로 전기차의 전력 비축을 관리하는 기술이었다. “에너지 절약은

새롭게 배워야 하는 테크닉이에요.” 인정한다는 투로 그가 말했다. “차의 최대

성능을 얻기 위해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일이죠. 차의 브레이킹 기능이
매우 특이해요. 후방 차축을 통해 재생되는데, 제대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죠.”

포뮬러 1 레이서들이 더 오래 운행하기 위해 타이어 퀄리티를 보존하며

특정한 스타일로 주행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게, 포뮬러 E 드라이버들 역시 재생
브레이크를 통해서 확보할 에너지의 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잘 계획된

브레이킹은 7개의 추가 랩을 더 주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무상’ 에너지를
확보해주기 때문.) 에반스가 말을 이어 갔다. “배터리 충전 상태가 사태를

좌우하죠. 충분히 충전된 안정된 충전 상태일 때 재생 브레이크를 더 누르면,
브레이킹은 더 저돌적인 모드가 되지만 대신 더 많은 에너지를 배터리에
비축해둘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인 셈이에요. 적절한

‘브레이크 밸런스’를 유지하면 차는 한층 더 예측 가능해지고 또 균형감 있게

돼요. 엔지니어들은 언제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해주죠.”

레이싱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 외에도, 드라이버의 관점에서 에반스는

포

포뮬러 E의 능력주의를 높게 평가한다. “드라이버 개개인이 모두 전문가들이죠.

Jaguar) 레이싱 팀이 이 두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주요 경력으로 2012 GP3 시리즈 우승, 2015 르망 24시 레이스 LMP2

뮬러 E 에 출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어느 레이서와의 인터뷰
시간을 확보하기란 꽤나 어려운 일. 포뮬러 1처럼 포뮬러 E의

이 사실이 이 챔피언십의 가치를 더해주고요. 모든 레이서들이 보상을 받고, 또
스스로 원해서 참가하는 챔피언십은 포뮬러 E 외에는 전 세계에 아마도 하나
정도 더 있을 겁니다.”

에반스는 6살 때부터 레이싱 카트를 탄 데다 레이싱 가족력도 있어서

레이싱 스케쥴도 1년 내내 잡혀 있어서, 마라케시, 멕시코시티,

(그의 아버지는 뉴질랜드에서 육상 최고 속력을 보유한 사람이자 전문가 차고의

예정되어 있다. <재규어>가 23세의 뉴질랜드인 미치 에반스(Mitch Evans)를

그의 경쟁력은 일찍부터 잘 계발되었다. 이미 7살 때 지역 대회인 마운트 웰링턴

베를린,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총 12회의 경주가 올해

만난 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주말을 넘겨 진행되는 이번 시즌 마지막 두
경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에반스는 자신과 파나소닉 재규어(Panasonic
(결과를 미리 말하자면 실제로 그는 득점했다.)

이 젊은 레이싱 시리즈(2016/17은 포뮬러 E의 세 번째 시즌에 불과하다)의

첫 번째 스틴트는 재규어 팀에게 힘들면서도 흥미진진한 학습 기회였다. 하지만

운영자이며, 그의 형은 오스트레일리아 V8 투어링 카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Mount Wellington) 클럽 챔피언십에서 몇 년 선배인 소년들을 제치고

우승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챘다. 그리고 곧 그의 순위는 상승세를 탄다.
부문 2 위 달성이 있다. 르망 대회 이후로는 2016-17 시즌 초반에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포뮬러 E팀에 합류했다.

레이싱이 없을 땐 “느긋하게 즐기기를(본인 소유의 F-PACE를 타고 친구들

어떻게 차츰 극복해갔는지 설명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고

만나러 가기 또는 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TV 쇼인 투 앤 하프 맨[Two and a

그곳은 멕시코여야만 했죠.” 그가 말을 이어갔다. “단지 저 개인이 아니라 전체

(Ashton Kutcher)로 바뀐다] 시청하기)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러나 그는 올해

사색적이었다. “점수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있었지만 높은 점수라고 한다면

팀을 위해서요. 크래쉬가 너무 많았던 미친 레이스였고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됐었죠. 하지만 우리 둘 모두의 피니쉬 기록은 그때까지 가운데 최고
기록이었어요.”

이 멕시코 시티 레이스에서 에반스는 힘겹게 4위를 차지했고,

북아일랜드인인 동료 선수 아담 캐롤(Adam Carroll) 역시 순위권 안에 들었다.
두 사람 모두 포뮬러 E에 요구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 에반스가 보기에 포뮬러 E 카는 주행 스타일의 측면에서
포뮬러 1 카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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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Men, 시리즈에 따라 출연진이 찰리 신 (Charlie Sheen) 또는 애슈턴 쿠처
12월 홍콩에서 시작되는 포뮬러 E 시즌 4를 대비해 사우스 웨스트 런던 소재

체육관에서 고된 훈련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재규어 I-TYPE 2 개발은 현재 잘

진척되고 있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에 차 있다.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내년에는 챔피언십 전체가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진행될
겁니다. 더 빨라질 거고, 희망사항이지만 관람객 모두가 더 짜릿함을 느낄
거에요. 지금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있어요.”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jaguarracing.com

2016/17 시즌은 미치 에반스와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팀
모두에게 포뮬러 E 대회에서의 첫
시즌이다. 힘들었지만 흥미진진한
학습 코스를 마친 상태인 그는
다가오는 시즌을 낙관하고 있다.

FORMUL A E

FORWARD MOMENTUM
파나소닉�재규어�레이싱�팀의 첫 번째 FIA 포뮬러 E 시즌이 종료되었다�
<재규어>는 팀의 핵심 선수들과 그간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높이 솟아 있는, 이 도시의 특이한 항구는 2017-18 시즌의
첫 번째 더블 헤더 레이스에서 경이로운 배경이 될 것이 분명하다.

T5
T7

스포츠계로�복귀하는�데�일조했음을�자랑스럽게

Start

T10

급격히�증가하고�있기에, 이�시리즈는�재규어�같은

2.9KM (1.8 MILES)

“우리�자신이�지닌�무한한�가능성이�우리를

T8
T9

T11

그러나�이런�악조건에도�불구하고, 2016/2017

냈다. 멕시코�경기에서�미치�에반스(Mitch Evans)가
멋지게도 4위를�차지했는가�하면, 몬트리올에서

열린�시즌�마지막�레이스에서는�최고의�예선�결과

Pit Lane

R ACE 4 - SANTIAGO (N E W )
2018년 2월 3일

Start

디자인, 조립, 개발에�투입되었죠. 테스트는�잘

시즌�동안�파나소닉�재규어�레이싱�팀은�성과를

T12
T10

승인�받는�데까지�고작 3개월이�주어졌었고요.
없었어요.”

T2

T5

설레게�해요.” 흥분된�어조로�바클리가�말한다.

규정상�시즌�중에는�개발이나�테스트를�할�수도

T7
T4
T6

시즌에서는�우리의�능력이�완전히�발휘되지는

못했었죠. 우리에겐�차량을�디자인하고�제작하고

T3

T1

2017-18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세 도시 중 하나. 이 도시의 참가 소식
발표는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구체적인 서킷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주로야 어떻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가 포뮬러 E 대회의 훌륭한
한 무대가 되리라고 기대해보자.

기록을�내기도�했던�것. 9개�도시, 12 차례의�레이스

R ACE 5 - M E XICO
2018년 3월 3일

미치 에반스(Mitch Evans)가 4위를 차지하면서,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팀이 2016-17 시즌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낸 레이스가 바로 멕시코에서의
레이스였다. (이 레이스 서킷은 다른 레이스 구간인 오토드로모 헤르마노스
로드리게즈Autodromo Hermanos Rodriguez의 일부를 통합했다.)
이곳의 서킷은 또한 포뮬러 E 대회 장소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를 자랑한다.

2.1KM (1.3 마일)

Start

T18

T16
T10
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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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Pit Lane
T9

T17
T15

40

혁신적�제조사에게는�중요한�대회임이�틀림�없다.
전진과�상승의�길이�열려�있는�셈이다.

Wilson)이�덧붙인다. “그런데�어느�대회든�첫

다음 시즌 포뮬러E 대회가 열리는 도시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한 도시로, 분위기 넘치는 고대 모로코의 도시다. 이곳이
챔피언십에 참여하기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토대가�되었다. 포뮬러 E 대회에�대한�관심도가

이�점을�생각해보면, 재규어�팀과�새�시즌에는

바다였다”고�레이스�감독�크레이그�윌슨(Craig

R ACE 3 - MAR R AK E S H
2018년 1월 13일

배움이�주가�되었던�입문의�한�해였지만, 재규어

도로�레이싱�대회를�정말로�즐겼습니다.” 팀�감독
“포뮬러 E는�해도(海圖)에도�없는�미지의

T1

생각합니다.” 23세�뉴질랜드인�에반스의�말이다.

팀에게�이�시간은�다음�시즌의�전진을�위한�견고한

제임스�바클리(James Barclay)의�말이다.

Pit Lane

있었다. “힘든�한�해였고, 그토록�유명한�이름이�모토

있다. “첫�시즌에서�엄청나게�많은�걸�배웠어요.

어려움도�많았지만�재규어가�처음�참가한�전기차

T9

T2

파나소닉�재규어�레이싱�팀은�잠시

조정하고, 시즌 4에�포커스를�맞추는�시간을�가지고

T8

T4
T3

동안�점수는�누적되었고, 귀중한�경험�또한�얻을�수

호흡을�고르며�상태를�점검하는가�하면, 그룹을

1.86KM (1.16 마일)

T6

계에서�가장�미래�지향적인�모터스포츠
레이싱�시리즈의�시즌 3을�맞아,

R ACE 1 & 2 - HONG KONG
2017년 12월 2일~3일

T8

T3

T11
T12

T5
T7

T13

T6

T4

“그간�우리가�배운�모든�것이�뉴�재규어 I-TYPE의
진행되고�있고, 의당�우리의�시선은�시즌 4와

그�너머로�향해�있어요. 우리는 2017/2018 년의
포인트�경쟁을�진심으로�고대하고�있습니다.

2016/17시즌에�여러�분들로부터�강력한�서포트를

받았어요. 팬부스터에서�우리에게�투표해주신�분들,
공장이나�관람�스탠드에서�또는�소파에서

응원해주신�분들�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홍콩에서�만나시죠.”

R AC E 6 - SAO PAU LO ( N E W )
2018년 3월 17일
모터스포츠에 열광하는 남미 국가, 브라질의 첫 번째
포뮬러 E 대회가 코스모폴리탄 도시 상 파울로에서
개최된다. 이 도시는 2017-18 시즌에 새로 합류한
세 곳의 무대 중 두 번째 무대다.

PHOTOGRAPHY: NIGEL HARNIMAN

세

WORDS: Guy Bird

R ACE 13 & 14 - M ONTR E AL
2018년 7월 28일~29일

2016-17 년 시즌과 마찬가지로, 포뮬러 E 시즌의 클라이맥스 레이싱은
다시 한번 이 캐나다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말에는 세 번째 더블
헤더 레이싱이 펼쳐지는데, 각 팀의 부침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레이서와 팀 플레이스가 드디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2.5 KM (1.8 MILES)
Cxxx Xxxxx
LAP RECORD: 1.22 MIN
2.75KM (1.71 마일)

•

T10

T11
T9

•

T12

T14

Cxxx Xxxxx

T1
Pit Lane

•

T7

T8

Start

T13

T2

T3
Cxxx Xxxxx

T6

T4
T5

R AC E 1 1 & 1 2 - N E W YO R K
2018년 7월 7일~8일

더블 헤더 경기가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장소. (팀, 레이서들이 토요일,
일요일 레이스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 NYC 서킷은 맨하튼의
상징적인 스카이 라인을 배경으로 하며, 브루클린, 레드 훅의 해안
지역을 통과한다.
1.95KM (1.2 마일)

T6
T7

T3

T5

T4

T2

T8

T9
T10

Start
T1
Pit Lane

R ACE 10 - TBC
2018년 6월 9일

<재규어>가 편집을 마감할 때까지도 여전히 이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뉴 재규어 I-TYPE의 디자인, 
조립, 개발에 투입되었죠”

R ACE 7 - ROM E (N E W )
2018년 4월 14일

<재규어>가 편집을 마감할 때까지도 이탈리아의 이 역사적인
수도에서 펼쳐질 첫 ePrix 대회용 서킷은 여전히 논의 중이었다. 이
서킷은 가장 그림 같은 풍경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만일 콜로세움을
지나간다면 레이서들의 검투사 본능을 자극하게 될지도 모른다.

R AC E 8 - PA R I S
2018년 4월 28일

프랑스 수도 파리는 ePrix 대회 일정 중 가장 인기 좋은 베테랑
도시. 역사적 장소인 레 앵발리드 지역의 1.93km 서킷을 시험하며,
이미 포뮬러 E 대회의 두 시즌에서 개최 주체가 된 바 있다.
2017 년에는 46,000 명이 레이스를 관람했다.
2.5 KM (1.8 MILES)
Cxxx Xxxxx
LAP RECORD: 1.22 MIN
1.9KM (1.18 마일)

•

Cxxx Xxxxx

T7

•

Cxxx Xxxxx

•
T3

T11

T5
T2

Start

독일의 활기 넘치는 수도 베를린은 포뮬러 E 대회의 첫 세 시즌 동안
독일 ePrix를 개최한 바 있지만, 2017-18 시즌의 경우는 새로
참가하는 도시가 된다. 정확한 경기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T10

T9

T6
Cxxx Xxxxx

T4

•

T8

R ACE 9 - G E R MANY ( TBC )
2018년 5월 19일

T12
T13

Pit Lane

•

T14
Cxxx Xxxxx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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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JAGUAR HERITAG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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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플록하트(Ron Flockhart)가
자신의 에큐리 에코스 재규어
D-TYPE으로 1957 년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우승하자, 곧바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있다.
스타트 라인에 섰던 D-TYPE 5대
모두가 상위 6위권 내로 들어왔다.

VIVE
LA JAGUAR!
재규어 D-TYPE은 르망 대회 우승을 위해 제작되었는데,
1955년, 1956년 연속 이 유명한 24시간 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1년 뒤 해트트릭을 노린 5대의 D-TYPE들이 대회에 출전하여
이 전설적인 대회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장면을 선보였다.
WORDS: Geoff Pou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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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약 25만 명의 군중이 유명한 르망
서킷에 줄지어 서서, 에큐리 에코스의
‘넘버 3’ D-TYPE이 자신의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대회에 출전하기로 한다. 이중 차량 2대는 1950 년대 초 스코틀랜드 출신의

(Ecurie Ecosse) 팀원들이 D-TYPE을 몰고 달리자 환호성이 시작

에코스(Ecurie Ecosse) 소속이었다. 이 팀의 D-TYPE은 1956년 재규어 공식 팀을

날이었다. 정비사 론 가디언(Ron Gaudion)과 그의 에큐리 에코스

되었다. ‘재규어 만세! 재규어 만세!’ “셰르부르에서 르망(Le Mans)까지 사람들은
거리에 줄지어 서서, 또 창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환호했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달려와 차를 만져보며 질문을 쏟아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인인 가디언의
회상이다. “감격이었죠. 대회가 열리려면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모두가 이미 재규어 D-TYPE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항공기에서 가져온

모노코크 바디 제조법, 디자이너 말콤 세이어(Malcolm Sayer)의 작업은

프랑스 애호가 데이비드 머레이(David Murray)가 세운 작은 팀인 에큐리

앞지르며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 비해, 다음 해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 매우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페라리(Ferrari), 애스턴 마틴(Aston Martin), 마세라티

(Maserati) 출신의 제작 팀들이 너무나 우수해 보였다는 게 이유였죠.” 1956 년
에큐리 에코스로 옮기기 전에는 재규어 공식 팀 정비사였던 가디언의 말이다.
450S (별칭 바주카[Bazooka, 대전차 화기])와 함께 나온 마세라티는 그

D-TYPE을 다른 차량들과 완전히 다른 차로 만들어주었고, 업그레이드된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모습이었고, 스털링 모스(Stirling Moss)와 위대한 레이서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Jaguar Land Rover Classic) 수석 테스트 드라이버

빛냈다. 마세라티와 페라리는 판지오 옆에서는 불길해 보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공기역학 효율성을 제공했다. “르망에서 우승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죠.”

앤디 월리스(Andy Wallace)의 말이다. 그가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당연한데, 그
자신이 2016 르망 클래식(Le Mans Classic) 대회에서 D-TYPE으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차량의 퀄리티는 금세 눈에 띕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구성되었죠. 직선 코스에서는 속력이 높아서 어마어마하게 긴 르망 직선 코스에
딱이죠.” 이 독보적인 설계 덕에 D-TYPE은 1955 년과 1956 년 24 시간 내내
달려야 하는 이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7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1956 년 말, 재규어는 공식 팀의 모터 레이싱 대회 출전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4개 팀으로 구성된 5대의 개별 D-TYPE들이 1957년 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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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마뉴엘 판지오(Juan Manuel Fangio)가 포함되었던 그 해 라이업을
판지오는 지난 10년간 싱글 랩 최고 기록의 보유자였기 때문이다.

지독한 레이스가 펼쳐지기 하루 전날, 에큐리 에코스 재규어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고, 가디언과 다른 두 동료 정비사는 미친 듯이 움직여야만 했다. 정비가

완료되자, 팀 리더인 데이비드 머레이(그 자신이 은퇴한 카 레이서이기도 했다.)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모든 곳에서
열기가 가득했죠”

PHOTOGRAPHY: KLEMANTASKI COLLECTION / KONTRIBUTOR / GETTY IMAGES; PRIVAT

이

곳은 프랑스 셰르부르(Cherbourg)의 선착장. 1957년의 어느

론 가디언(왼쪽에서 두 번째, 앞 유리에 손을 얹고 있다)의 모습이
보인다. 론 플록하트(왼쪽)와 이보르 부엡(오른쪽)이 1957년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우승한 후 군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가 대회 당일 새벽 4시에 손수 테스트를 진행했다. “트랙 위에서 테스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멈춘 건 아니었죠. 대신 그는 일반 도로에서
약 170mph로 달렸어요!” 웃으며 가디언이 말했다.

6 월 22 일 토요일 오후 4시. 레이스가 시작될 무렵, 25만 명에 이르는

관중이 줄을 지어 섰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을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모든 곳에서 열기가 가득했다”고 가디언은

“우리는 쉴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드레날린으로만 생존해야 했죠.”
아드레날린으로만 생존해야 했죠.”

그러나 재규어 카의 속도와 믿음직스러운 성능은 대단해서, 일요일 오후

회상한다. “우리의 전술은 단순했어요. 첫 몇 시간 꾸준히 속도를 유지하면서

4시 체크 무늬 깃발이 아래로 내려갈 때 2대의 에큐리 에코스 카들이 각기

것이었으니까요. 르망 대회는 정말이지 어떤 차라도 힘들게 하는 대회인데,

가디언이 미소를 머금은 채 회상을 이어갔다. “깃발이 내려가자 머릿속에선 ‘오

주요 경쟁자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우리에게는 든든한 녀석이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었죠.”

3시간 째로 접어든 시점, 지난 해 대회 우승자 론 플록하트(Ron Flockhart)

가 모는 리드 카인 ‘넘버 3’ 에코스 D-TYPE 그리고 1955년 우승자 이보르 부엡
(Ivor Bueb)의 레이싱 카가 선두에 섰다. 둘은 적수를 잘 만난 셈이었는데,
폴록하트는 레이싱 대회들을 질주해온 돌진형 스코틀랜드 인이었던 반면,
부엡은 동요를 모르는 침착하고 뛰어난 야간 운전자였던 것.

이어진 경기에서 둘은 계속 선두를 유지했다. 이들 뒤로, 4대의 재규어

D-TYPE들이 잘 달리고 있었던 반면, 다른 제조사 카들은 기계 결함에 굴복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 생각했던 건 3시간 가량 남았을
때였어요.” 가디언의 말이 이어진다. “그 무렵 우린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리드 카가 너무나도 잘 달렸지만 우리는 쉴 수 없었어요. 그때는 무선 송수신도
안 되어서 언제 차량에 문제가 생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저

1, 2위를, 다른 D-TYPE들이 3, 4, 6위를 차지했다. “오, 마침내 해방이다!” 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흘러갔어요. 팀 보스 데이비드 머레이가 샴페인을
주문한 시점은 3시 즈음이었는데, 우리가 잘 할 수도 있겠다는 감이 온 거였죠.
물론 우리는 샴페인으로 몸을 던졌고, 다음날 밤에는 축하연을 열었어요.”

D-TYPE으로서는 르망 대회 세 차례 연속 우승이었고, 이로써 이 차량은

24시간 레이스를 빛낸 위대한 레이싱 카의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재규어로서도
경이로운 업적이었다. 어느 자동차 제조사가 세계의 주요 스포츠 카 대회를
이처럼 압도적인 방식으로 지배했던 역사는 일찍이 없었다. 더욱이, 5대의
재규어 카들이 개별 팀을 꾸려 세계 최우수의 스포츠카 제조사들의 공식

팀들에 맞서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 이 성취를 한층 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실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은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동차 유산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도록
보존/복원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더 상세히 알아보려면 jaguar.com/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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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WHISPERS
중국의 Top 3 패션브랜드인

GRACE CHEN, JOURDEN,
JINNNN는 자신들만의 색깔로

상하이의 현대적인 로컬 스타일을
주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WORDS & PRODUCTION: Shiraz Randeria
PICTURES: Rodney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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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더 번드(The Bund/와이탄)에
있는 음식점 POP 에 인상 남기기.
그레이스 첸(Grace Chen) 실크 드레스.
아래: 무엇으로든 준비하고 있기. 인인
(Yin Yin, 왼쪽)은 진(JINNNN) 회색
니트 탑과 녹색 트렌치 코트를, 콩 첸
(Cong Chen)은 진 모피 칼라 자켓,
셔츠, 안경 그리고 마르니(Marni)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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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자신감 있는 행보.
탑과 하이 웨이스트 팬츠는 그레이스
첸(Grace Chen) 제품,원(#ONE)의
진주 은반지,하이힐은알렉산더 왕
(Alexander Wang) 제품 위: 흑백의
단순한 우아함.
콩 첸(Cong Chen)은 진(JINNNN)
화이트 재킷과 블랙 팬츠를, 인인(Yin
Yin)은 진 블랙 스웨터와 주름 치마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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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표현수단이다.”
유진종 JIN CHONG YU, 브랜드 JINNNN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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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CHEN

그레이스 첸이 2009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 후, 중국의 기업계, 연예계, 정치계 엘리트들이
믿고 찾아가는 전문 드레스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저는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레디투웨어ready-to-wear이든,
꾸뛰르couture이든, 디자이너는 언제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리드해야 해요.”
그녀가 자신의 접근방식을 설명하는 말이다.
영향력 있는 중국 패션 브랜드 만들기. 첸에게 이것은 오래된 목표였다. “우선은 현대
중국 스타일에서 주류가 되는 표준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중국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컬렉션의 주제는 다름 아닌
‘흐름(Tide)’이다. 디자인 요소들은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건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블랙, 화이트, 은색, 크림색, 그리고 오션 블루 계열의 색상들로
구성된 색상들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하며, 옷감은 투명감과 매트함 사이에서 대비감을
자아낸다. 실크 샤르무즈, 오간자, 쉬폰 그리고 아주 편안한 스트레치 페브릭이 사용되었다.
“전문 드레스 메이커로서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알게 되지만, 기성복
제작자로서는 고객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첸의 설명이다. “저는 단지 고객을
위해 옷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신과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게 바로 제 일이죠.”

“레디투웨어이든, 꾸뛰르이든, 
디자이너는 언제나 누군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해야 해요.”

그레이스 첸

JINNNN

2014년 유진종(Jin Chong YU)이 창업한 브랜드.
진의 의상들은 반항적이고 약간은 자기 중심적이기도
한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지만, 그가 자기
브랜드의 이러한 메니페스토에 대해 그다지 과하게
고민하는 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니까. “의상은
당신의 몸을 감싼 하나의 발언일 뿐이다.”
현 시대의 레이블인 진은 대체로 스트리트
스타일과 중국 전통 복식 기술을 결합한 여성
유니폼을(최근에 그는 남성복들도 출시했다.)
제공한다. 진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인기를 입증한
디자인 미학이다. 유진종은 시장 반응이 좋은 안경류
컬렉션을 도입하며 브랜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JOURDEN

주르덴(Jourden)은 2012 년 홍콩 디자이너 아나이스 막
(Anais Mak, Jourden은 그녀의 중간 이름이다.)이 창업한
브랜드. 이 브랜드는 현대적 직물 실험 및 형태들을 여성용
정장의 에티켓에 융합하는 그녀만의 스타일을 선보인다.
이러한 브랜드 개성은 그녀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바람직한 의복의 개념이 요즈음엔 새로운 형태의 반항의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녀의 2017 가을/겨울 컬렉션은 현대적인 실루엣과
장식이 특징으로, 전반적으로 바로크 취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퀼트 코트, 드레스, 스커트에 사용된 금속 느낌의 직물
그리고 커다란 크로셰 레이스가 장식된 반바지에서 이러한
미학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발트 블루 드레스들의
특징은 얇은 명주 그물에 수를 놓은 레이스 느낌의
모티브이며, 레이스 장식은 단과 목선에 흐른다. 이것은 곧,
장인의 직물과 산업 기술을 혼합하여 낡은 것과 새 것의
독특한 퓨전을 만들어내는 주르덴의 실력을 말해준다.

“바람직한 의복의
개념이 요즈음엔
새로운 형태의
반항의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아나이스 막, 주르덴 창업자

모델: 엘리트 모델 아시아(Elite Model Asia)의 콩 첸(Cong Chen) 그리고 인인(Yin Yin); 포토 어씨스턴트: 킹슬리(Kingsley) Lv; 스타일리스트: 질 장(Jill Zhang); 스타일리스트 어씨스턴트: 보보 자오(Bobo Zhao);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드 쿠튀르 (Head Couture)의 안나 후(Anna Hu); 헤어 스타일리스트: 리샤오유(Shao Yu Li); 특별 감사: 상하이, 쓰리 온 더 번드(Three on the Bund) 소재 POP 아메리칸 브라세리에(POP American Brasserie), 상하이, 아트 레이버 갤러리(Art Labor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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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빛날 준비 완료.
주르덴(JOURDEN) 메탈릭
트러커 재킷, 깅엄 탑,
메탈릭 반바지; 레베카 민코
(Rebecca Minko) 핸드백;
스타일리스트 자신의
벨트.아트 레이버 갤러리의
페인팅: 중국 아티스트
루신지안(Lu Xinjian)의
CITY DNA Se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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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 S V P R OJ E C T 8

FIGURE OF 8

도로 위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규어 차량의 기원은 바로 4 도어 XE 세단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 매니저 데이비드 푹이 왜 이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한다.

기억하기로는 스포츠카 오타쿠였는데 재규어 랜드로버에 합류한 이래로 줄곧

울창한 숲들과 강줄기가 산재해 있다. 이 세계적인 신비의 장소는

바로 그의 책상을 통과해 출시되었다. SVO로 옮겨 자신만의 팀을 이끌고, 모든

아니다. 화산들이 침식되며 형성된 구불구불한 고원 곳곳에는

90년이 넘도록 뉘르부르크링(Nürburging) 경주용 트랙(12.9 마일)의

고향이기도 했다. F1 의 전설 재키 스튜어트(Jackie Stewart)가 “녹색 지옥”
이라고 명명한 곳이기도 하다.

구불구불하고 긴 이곳의 서킷은 아마도 어떤 자동차에게도 가장 혹독한

시험 장소일 것이다. 재규어가 극한의 테스트를 위해 XE SV 프로젝트 8을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차량은 단 3.3 초 만에 60mph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재규어 차량 중 가장 빨리 가속하는 차량) 592bhp V8 엔진, 올 휠

드라이브가 특징이며, 마법적인 드라이브 트레인과 핸들링 테크놀로지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이 매력적인 4 도어
세단의 발톱을 예리하게 하고 궁극의 트랙 마에스트로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다. 왜 XE 세단이 프로젝트 8에게는 완벽한 플랫폼인지, 어느 누구보다

이 꿈을 실현해왔다. 17년이 넘도록 “R” 배지를 장착한 다수의 재규어 차량이
SVO 제품에 비히클 다이내믹스를 구현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건,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언제나 내가 열고 싶었던 문”이었다.

SVO의 업무는 재규어의 역량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내외에 멋지게

선보이는 것. XE를 활용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푹은 이렇게 말한다. “XE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관건이었죠. 오직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영웅적인 차량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대하는 것처럼 SVO 팀은 초

고성능 차에 열정적이다. 또 소형 레이싱카를 제작하고 싶어했다. “드라이버 용

카의 결정판을 만들고 싶었죠.” XE는 재규어의 최신 세대 플랫폼을 선보이는데,
정확히 SVO 팀이 원했던 것이다.

레이싱카로서는 이례적으로 4 도어 카라는 사실조차 엔지니어링의

잘 아는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말이 된다. 프로젝트 8은 엔지니어링 상의 도전과제를

그는 코벤트리 대학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디자인 과정을 졸업했고, 스스로

XE 내부에 삽입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특정 수준 이상의

바로 비히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 데이비드 푹(David Pook, 4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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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제시했었다. V8 엔진을(이 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차는 아닌)

PHOTOGRAPHY: BEADYEYE.TV / NICK DUNGAN

독

일의 아이펠(Eifel) 지역은 지형학자들을 위한 꿈의 장소만은

모르긴�해도�뉘르부르크링의
‘녹색�지옥’보다�더�가혹한
차량/주행자�테스트�환경은
지상에�없을�것이다.

8가지�팩트와�수치

극한의 퍼포먼스와 그것에 동반되는 그립력을 보장한다는 건, 이 엔진이
올 휠 드라이브와 잘 결합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8은 F-TYPE SVR 올 휠 드라이브 파워 트레인을

XE의 리어 휠 드라이브에 결합한다. 필요한 경우 전방 차축에 토크를 전달하는
센터 클러치, 전자식 후방 차축 디퍼렌셜, 두 차축 모두의 토크 백터링 같은
하드웨어는 연결감 풍부한 운전 경험을 만들어낸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구성요소만큼이나 환경의 조정에서 중요한 퍼포먼스 향상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 8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운전자의)
핸들링과 엑셀 인풋에 반응하며 차량의 행동을 수정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전자가 훌륭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8에 관하여 자랑스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푹은 차의

반응 능력을 언급한다. “이 차는 정말로 운전자를 설레게 해요.

뉘르부르크링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한마디로 이 차는 넌센스가 없고, 타협이

없는 차랍니다. 퍼포먼스 향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차에서 우리가 해냈어요.”
*상기�내용은�국내�출시�모델�사양과�다소�상이할�수�있습니다.

1. 300대�제조�예정
2. 주요�엔지니어링�콘텐츠�중 80%가
XE SV 프로젝트 8에만�사용된�것들
3. 3.3초만에 0-60 mph 가속
4. 최고�속도 200 mph
5. 출력 600PS (700 Nm)
6. 8단�변속�그리고
0.2초�내의�신속한�기어�변속
7. 카본�세라믹�브레이크 (전방 400mm)
8. 특별히�경량화된�알로이�휠�그리고
미쉐린�타이어, 파일럿�스포츠�컵 2

�드라이버�용�
카의�결정판을�
만들고�싶었죠��

이번�테스트에�대해�더�상세히�알아보려면, jaguar.com/projec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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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데이비스는�무엇이�재즈의�정수인지�정의했고��
자신이�내렸던�정의를�새롭게�재정의했다��타이트한�의복��
사람들을�깜짝�놀라게�한�괴짜�스타일�연주��그리고�자동차에
대한�열정은�그를�20세기의�아이콘으로�만들었다��
WORDS: Richard Williams
ILLUSTRATION: Gregory Gilbert-Lodge

마

일스�데이비스(Miles Davis)가�청중에게

오브�블루(Kind of Blue)>를�그리고�이듬해에는

자동차들에서�뿜어져�나오던�것, 이�모든�것이

매료되었다. 이를테면�존�콜트레인

와�함께�구상한�오스케스트라�곡 <스페인�스케치

일부였죠.” 데이비스가�늘씬한 XJ-S를�선택한�건

등을�보였고, 그러면�청중은�그에게�더

(John Coltrane), 키쓰�자렛(Keith Jarrett) 같은

동료�연주자가�청중에게�이야기하는�동안엔, 무대를

완전히�떠나기도�했다. 그의�논리는�분명했다. 자신이
무대�위에서�무언가를�할�때만�청중들이�자신을

바라보고�싶어하는�것처럼�행동하는�것이�청중들에

대한�예의라는�것. 그것이�그의�주장이었다. 청중들은
음악에�대해�진지한�관심을�가진�이들이라는,

자신의�음악적�소울�메이트였던�길�에반스(Gil Evans)
(Sketches of Spain)>를�출시하며, 데이비스는

자신의�전성기를�구가하게�된다. <스페인�스케치>가
<매드�맨(Mad Men)> 초기�에피소드에�등장한�건

스타일리쉬했고, 그의�페르소나(persona)의

전혀�놀랍지�않다. XJ-S 자체가�틀에�박히지�않은,
세련되고�아름다우며�위대한�퍼포머이므로.

그는�같은�패턴의�사운드와�스타일을�고수한�채

이상할�것도�없다. 실제�세계의�돈�드래퍼(매드�맨의

수익을�올리며�남은�생을�유유자적할�수도�있었다.

그의�스타일�그�자체였으니까.

그의�영혼을�지배했다. 1960년대�중반�그는 여러

캐릭터)들이�숭배했던�건�단지�그의�음악이�아니라

당시�대중의�시선을�사로잡는�외모를�개발했던

하지만�치료�불가능한, 쉴�줄�모르는�창조�열망이

차세대�뮤지션들을�모집했고, 그들을�재즈�역사상
가장�격하게�창의적인�소그룹으로�길러냈다.

자기식대로의�가정이�있었던�셈이다. 하지만,

재즈�뮤지션들은�한�두�명이�아니었지만 (특히�비밥

때조차도�청중들은�그의�모습을�보고�싶어�했다는

넥타이) 데이비스의�슬림�피팅과�매끈한�스포츠

브라운(James Brown)과�지미�핸드릭스(Jimi

보다�유럽적인�성향으로의�변모를�뜻했고, 그가

팬들을�부러워하며�핀스트라이프�슈트와�발라드와

당연하게도�아이러니는�그가�아무�것도�하지�않을
것이다. 왜냐면�그의�존재�자체가, 심지어�그의
침묵까지도�음악에, 또�재즈�전체에�활기를
불어넣었으니까.

1960 년대�후반�몇�해�동안, 그의�앨범들에는

모두 “마일스�데이비스가�세운, 음악의�이정표

(Directions in Music, by Miles Davies)”라는

태그가�붙어�있었다. 많은�이들에게�건방지거나

오만한�것처럼�보일�수도�있는�이�표현은�사실�진실의
표현일�뿐이었다. 그때도�그는�세�번째로�재즈의

역사를�바꾸고�있었으니까. 아니�네�번째였던가?
그렇게�그가�먼저�길을�내면�다른�이들은�그를
따라갔다.

마일스�데이비스는�찰리�파커(Charlie Parker)

연주자들의�베레모, 주트�복장, 손으로�직접�그린

카들은(재규어 XJ-S도�그�중�하나) 할렘을�넘어서
만들어낸�소리의�절제감과�세련미에�대한�완벽한

보완처럼�보였다. 그의�자동차들은�그의�연장이었고,
대중보다�한발�앞선�움직임이었다. 데이비스�퀸텟

멤버로�활약했던�허비�행콕(Herbie Hancock)은

이런�말을�남기기도�했다. “그의�움직이는�방식, 걷는
스타일, 연주할�때�서�있던�자세, 그의�호른과

1960년대가�끝나갈�무렵, 데이비스는�제임스

Hendrix)의�음악을�듣고는, 그들을�추종하는�젊은
결별했고, 아일�오브�와이트(the Isle of Wight)에

결집한 60만�록�팬들�앞에서�연주했다. 생애�마지막
20년�동안엔�부침이�있었지만, 1991년 65세의

나이로�사망하자, 그가�그토록�오랫동안�제시해온
방향을�재즈가�다시금�회복하는�데는�꽤나�많은
시간이�필요했다.

위대한 연주자. 세련되고 우아하며
틀에 박히지 않은 -매끈한 재규어
XJ-S와 소유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앞선 스타일 감각과의 화음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의�견습생으로�음악�인생을�시작했다. 그는�비밥
PHOTOGRAPHY: REDFERNS

(bebop)의�복잡한�언어를�마스터했는데, 그러나�곧
그�떠들썩함을�거부하고, 자기만의�기질에�더�맞는
스타일을�선호하게�된다. 즉�톤에서�좀�더�쿨하고,

노래와�더�잘�어울리는, 그러면서도�결연한�초연성은

유지하는�스타일�말이다. 그러자�다른�이들이�그에게
모이기�시작했고, 이�연대는�계속되었다. 1959년

재즈�역사상�최고의�베스트셀러�앨범이었던 <카인드
THE JAGUAR

55

MARKE

S H O OT I N G
THE BREEZE
아드레날린을 발산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가장 스릴 넘치는 스포츠 종류인
패러글라이딩과 카이트 버기 레이싱이 제격일 것이다. 두 스포츠 모두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담 북 아일랜드의 경이로운 해안가를 달리며
뉴 재규어 XF 스포츠브레이크의 널찍한 적재 공간을 느껴보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WORDS: BEN OLIVER
PHOTOGRAPHY: ALEX H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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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에 끝없이 깔린 황금빛 모래들, 비밀스러운 코브, 숨 막히는

경치가 있는 골짜기, 주름진 기암 절벽. 북 아일랜드 해안을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곳은 빼어난 경관미 그리고 다채로운

풍경들을 관통하는 눈부신, 그러면서도 텅 비기 일쑤인 도로 덕분에 세계적
감지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끌리는 이유는 경관미나
드라이빙의 퀄리티만큼이나 이곳만의 이 특색 때문이기도 하다.

그 특색이란 다름 아닌 바람이다. 만류(Gulf Stream)에 의해 온난해진

바람은 일년 중 대부분 이 야생의 해안가에서 부드럽게 숨을 쉰다. 바람은

해안에 파도를 일으키며 완벽한 절경에 배경음악을 더해 완성시키는 듯하다.

그리고 그 어떤 걷기도 이곳에서는 신선한 모험이 된다.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려면, 세계적 TV 히트작인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을

확인해보면 된다.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바로 북 아일랜드, 특히 주상절리로

유명한 자이언트 코즈웨이 (Jiant ‘s Causeway) 근처 해안 주변에서 촬영되는
탓이다. 네드 스탁(Ned Stark,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인물)만큼이나 판타지
느낌의 개성을 지닌 곳으로, 긴 수염이나 가운을 펄럭이게 하는 산들바람이
부는 곳이다.

얼스터(Ulster) 해안을 윈드 스포츠에 최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곳의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상의 자원을 활용해 극한의 스릴을

즐기는 이 지역 인물 둘(둘 다 아웃고잉 스타일이다.)을 만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퍼(Cloud surfer)’ 필 배런(Phil Barron)은 아일랜드 내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할 패러글라이더이자 공식 인증을 받은 패러글라이딩 강사이기도 하다.

한편 로버트 핀레이(Robert Finlay)는 아일랜드 전국 카이트 버기(kite buggy)
58

THE JAGUAR

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명성을 얻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것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어렴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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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챔피언이다.

재규어 쿠페 스타일의
전형적인 매끈한
외관과 565 리터의
넉넉한 적재공간을
매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둘은 10년 간 우정을 쌓은 사이로, 두 사람은 언제 바람이 안성맞춤인지

서로에게 알린 뒤 베논(Benone) 해변의 넓은 공지에서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이곳에서
각자의 스포츠(로버트는 모래사장에서 60mph 속도로 레이싱, 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와 바베큐를 즐기기로 한 것. 두 스포츠 모두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담 뉴 재규어 XF 스포츠브레이크의 적재 공간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
지난 호에서 우리는 이 신제품의 첫 이미지를 공개했지만, 실제 육안으로 차를 보면,

재규어 쿠페 스타일의 전형적인 매끈한 외관과 565 리터의(시트를 내리면 1700리터로
늘어난다.) 넉넉한 적재공간을 매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안 칼럼(Ian Callum)이 이끄는 재규어 디자인 팀은, 늠름한 자태로 똑바로 선

노즈에서부터 프론트 도어의 트레일링 엣지에 이르기까지, 수상 경력에 빛나는
XF 세단의 외관을 이 차량에서 고스란히 보존했다. 뒷문 끝에서부터 이어지는

XF 세단만의 특징인 둔부 형태 그리고 후방 램프를 감싸고 있는 ‘빛의 창’도 유지하고

있다. 차체와 일체형인 정교한 루프레일과 스포일러 같은 똑똑한 디자인 덕분에 새로운
루프라인은 차의 후부까지 기품 있는 선으로 연결된다.

장 대 한 드 라 이브
패러글라이더 필 배런(왼쪽)은
‘클라우드 서퍼’ 전문가.
뉴 XF 스포츠브레이크(위)가
제공하는 널찍한 공간은 그의
수많은 장비를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

코즈웨이 해안 루트의 일부인 장대한 A2 해안 도로를 따라 벨파스트(Belfast)에서부터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질주할 때, 특히 중요한 듯 느껴지는 차의 특징이 있었다.
0.29에 불과한 낮은 항력 계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의 도로는 여러 종류이지만,

주행하기는 언제나 좋다. ‘글랜스 오브 앤트림(Glens of Antrim)’ 정상 너머로 뻗어 있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개방형 도로 그리고 해안으로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경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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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U자형 도로 구간을 함께 만나게 된다. 포트러시(Portrush)와

길고 실용적인 넓은 공간 그리고 루프까지 짐을 채울 수 있도록 한 분할 망이

폐쇄되는데, 노스 웨스트 200 국제 모토사이클 로드 레이싱 대회의 구간(달리기

있다. 짐을 다 싣고 출발할 준비가 되면, 손목에 착용 가능한 방수 액티비티 키

포트스튜워트(Portstewart) 사이에 있는 넓은 A2 도로 구간은 매년 5월이면
버거운 구간이다.)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도로들을 주행해보니, 마이크 크로스(Mike Cross)와 재규어 다이내믹스

나타난다. 트렁크 문 쪽에 선 채로 뒷좌석을 앞쪽으로 접을 수 있는 손잡이가
(Activity Key)로 차량 안쪽의 메인 키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잠글 수 있다.

팀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행한 조치의 결과가 확연히 느껴진다. XF 세단만이

다 이 내믹한 대 기

XF 스포츠브레이크는 XF 세단에서 구현된 역동적 이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의 날개를 잡고 그 안쪽을 채우도록 잠시 내버려두더니, 곧 바람이 부는

제공하는 최고의 주행감과 핸들링을 그대로 보존하는 작업 말이다. 이

운전자가 원하면 민첩하고 반응력 좋은 모드가 되고, 운전자가 다른 걸 원할
때는 조용하고 물 흐르듯 부드러운 모드가 되는 역동적 이중성. 그리고

V6 터보디젤 엔진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700Nm의 토크로 경사로는 순식간에
평지가 되어버린다.

위로 의 이동

이륙 시 패러글라이더는 물리학 법칙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필은 바람이
쪽을 향해 몇 발자국 나아간다. 순간 바람이 그를 위로 띄우더니, 믿기지 않을
만큼 위쪽으로 그를 데리고 간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면, 아마 당신과는 안 맞는 스포츠일 거예요.” 약간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한다. “20년 전 느꼈던 똑같은 스릴을 지금도 느낀답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하죠. 절대 지루해지지 않고요.”

위에 계속 머무르려면 위쪽의 바람을 감지하는 제 6의 감각이 필요하다.

처음 필(Phil)을 만났을 때, 해변의 날씨는 비행하기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체스 게임과 비슷한 셈이죠.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갔다. 넉넉한 트렁크는 그의 장비들을 쉽게 삼켜버렸다. 품격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이동하죠. 만일 이 공기 방울의 모양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차로 뛰어 들어가 근방의 던기븐(Dungiven)을 향해 조금 더

있고 비주얼한 디자인이 스마트하고 기능적인 공간을 덮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리어 밸런스 아래쪽 바닥 부분을 터치하면 트렁크 문이 열리는데,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있을 때 훌륭하다. 트렁크를 열면 레일과 고정 장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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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류들은 따뜻한 공기 방울 같은 것들이에요. 이 기류는 마을 위쪽에 형성될
보려고 한다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기류에 실려온 작은 곤충들을

먹으려고 기류 주위를 도는 새들도 자주 목격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류의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어요. 아래쪽 흙의 향기를 품고 또 데리고 다니니까요.”

XF 스포츠브레이크
실내에 편안히
앉은 채로 우리는
푸르른 북대서양에
자리 잡은
베논 스트랜드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굽이쳐가는 라이딩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이내믹한

대기’라고 부른답니다. 바람이 븐원 해변 뒤쪽 절벽 같은 장애물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장애물은 바람을 위쪽으로 구부리는데 그러면

패러글라이더는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간 다음 천천히 아래로 하강한 뒤, 또

이어서 기류를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위에

머물 수 있죠. 자연의 힘이 살아 있지만 소음은 없는 경관을 즐기며 둥둥 떠 있을
수 있다는 건 일종의 특권이죠.”

우리는 바람을 피해 스포츠브레이크 실내에서 얼마간 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 차량 실내를 빛으로 넘치게 하는 특별한 파노라마 썬루프

위쪽으로 그가 곧장 날아올 때,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날씨가 바뀌어, 우리는
다시 해안으로, 베논 스트랜드(Benone Strand)의 아름답고 거대한 황금빛
공지로 향했다. 로버트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다.

로버트는 무려 21 년간이나 이 해변에서 ‘파라카팅(parakarting)’을

해왔는데, 전적으로 독학했다. “비가 올 때도 우박이나 눈이 내릴 때도 여기 나와
있었죠. 실수란 실수는 다 했고요. 하지만 이 스포츠를 사랑했고, 배움의 욕구는
정말 절실했어요.” 전염성 지닌 열기로 그가 내뱉은 말이다. 이러한 결단력과
뉴 재규어 XF 스포츠브레이크(왼쪽)의 스타일,
기품,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버트 핀레이(오른쪽)가 자신의 카이트 버기를
타고 베논 스트랜드를 횡단할 때 선보인
스킬들을 닮아 있다.

전심전력 덕분에 그는 아일랜드 챔피언십에서 12회 연속 우승할 수 있었고,

심지어 유럽 카이트 버기 챔피언십(European Kite Buggy Championships)을
바로 이곳, 그가 사랑하는 븐원으로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 스포츠가 왜 그토록 중독성 강한지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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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는 모래들을 표면에서 2인치 위로 날려보내며 질주하는데, 바람과 스킬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쉽게 60mph까지 속력을 낸다. 브레이크는 없다.
버기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틀거나 연을 위로 올려 팽팽함을 유지한 채 머리

위쪽에 가게 만들면, 그래서 연이 더 이상 레이서를 앞으로 당기지 않게 되면
속력을 늦출 수 있다.

짐을 싣고 다녀야 한다는 점은 패러글라이딩과는 다른 점이다. 로버트는

3대의 버기를 분해하여 XF 스포츠브레이크 뒷좌석을 접고 트렁크에 실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오늘 가져온 이 특별한 버기는 분해가 안 되는 원피스의
기종이고, 더욱이 트레일러도 하나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우리의
스포츠브레이크에는 필요하지 않을 때 접어버릴 수 있는 전자식 토우 바(towbar)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 차는 무려 2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또한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All-Surface Progress Control) 덕분에 젖은 모래처럼 미끌미끌하거나 견고하지
않은 표면 위에서 덩치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방수 액티비티
키(ACTIVITY KEY)로
안쪽의 메인 키를
포함해 모든 것을
잠글 수 있다.

유지하려는 속도에 다이얼을 맞추고 바닥에 발을 얹어 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차가 알아서 처리한다. 스로틀, 변속기 ABS
반응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매끄럽고 미끄럼 없는 주행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바람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이 자유로운 추진 기기의

문제점은 적절한 풍속의 바람이 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버트는 적당한 기후 조건을 찾아서 종종 새벽이나 밤 늦게

베논에 오곤 한다. 여건이 나아지자, 필이 우리에게 합류한다. 낮은
모래 언덕에서 이륙하며 그가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비행하기란
쉽지 않아요. 바람이 제멋대로 불고, 어떨 때는 너무 강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날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날 수 있습니다.”

XF 스포츠브레이크 실내에 편안히 앉아 우리는 푸르른

북대서양에 자리 잡은 베논 스트랜드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에는 아일랜드 공화국
더니골 카운티(County Donegal)의 이니쇼웬(Inishowen) 반도가, 오른쪽엔

다운힐(Downhill) 위쪽 절벽 끝에 터를 잡은 장엄한 무센든 템플(Mussenden
Temple)이 보인다. 그리고 수평선엔 스코틀랜드의 아일레이(Islay) 섬 북단이

있다. 바람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짐을 트렁크에 놓아둔 채 해변의 간이시설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손에 들고는 지역 주민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 받는다 해도,
시간 보내는 방법으로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바람은 변덕스럽지만, 북
아일랜드의 경이로운 경관은 이곳에서는 늘 한결같다.

*해당 모델의 국내 출시 여부는 미정이며, 국내 출시 모델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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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이 XF 스포츠브레이크의
선택 사양인 액티비티 키는 야외
스포츠 활동 시에 그만이다.
오른쪽 위: 뉴 스포츠브레이크의 한
가지 장점은 긴 파노라마 썬루프.
오른쪽 아래: 아일랜드 카이트 버기
12회 연속 챔피언 로버트 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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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콩코드의 우아한 기수(機首)
디자인은 이착륙시 조종사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로
굽은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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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UNITED ARCHIVES / IMAGO

M AC H 2

FEELING
SUPERSONIC
지난�28�년�간�콩코드는�소리보다도�빠른�속도로�날았고��
이륙한�시각보다�더�이른�시각에�목적지에�착륙했다��
그렇게�콩코드는�시간에�도전했다��미국의�스타트업�기업�붐�테크놀로지는
이제�세계가�다시�한번�시간�여행을�할�준비가�되었다고�믿고�있다��
WORDS: Paul Entwistle

역

사상 제조된 민간 항공기 중 가장 아름다우며, 의문의 여지 없이

부인했던 비판으로, 지지자들은 콩코드 운항 마지막 몇 달간 영국 항공(British

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항공기, 콩코드

하지만 21세기 초는 비용에 민감한 시대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128명의

가장 강력한 한 항공기가 처음으로 이륙한 건 1969년 3월 2일

(Concorde)는 테크놀로지의 마스터이자 디자인 마스터였다. 하룻밤 새

콩코드는 유럽-북미 간 여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며 항공 여행에 혁명을
일으켰다. 성층권 고도 근처에서 초음속 비행(supersonic flight)을,

즉 시속 1,350 마일(약 2172km)의 운항을(소리 속도의 두 배 이상이다.)
지속할 수 있었던 이 항공기는 1976년 1월 첫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콩코드 운항에는 소요 비용이 문제가 되었다. 운항 지지자들이 격렬히

Airways)이 실제로 이 초음속 항공기들로 이윤을 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승객 1명 당 1톤의 연료를 먹어 치우는 항공기는 이 시대에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 실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 15 년 간, 항공 여행객들은 초음속 항공이 부재하는 가운데 항공

여행을 해야 했다. 항공기는 버스처럼 되었고, 제작처를 밝힐 필요도 없는

지극히 비슷비슷한 외관을 지니게 되었다. 근육미와 시각적 고상함의 이 독특한
융합체는(바로 콩코드 자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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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의 이륙은 오감각을 위한 팡파르였다. 항공기는 군대용 제트기의 성능
그리고 백조의 우아함을 함께 뿜어냈고, 비행 하나 하나가 음미의 기회였다.
아래: 현대의 항공 조종실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받은 지는 오래되었겠지만,
마하 2 를 넘었을 때의 속도계의 박력은 아직 그대로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2003년 마지막으로 콩코드가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다. “항공우주 기술혁신, 고속 상업 항공기 개발 분야에

flight)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에서는 안락함의

붐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었죠.”

엔진을 감속한 이래, 승객들은 출퇴근 때 같이 단조로운 아음속 비행(subsonic
수준이 확연히 향상되었지만, 비행 시간에서의 향상은 없었다. 오늘날 뉴욕에서

저는 오랫동안 심취해 있었어요. 항공우주 부문의 한 혁신자로서 버진 갤럭틱이
숄에겐 비전도 있었고 확보된 자금도 있었지만, XB-1 데몬스트레이터

런던까지 비행 시간은 약 7.5 시간으로, 콩코드의 평균 비행 시간은 3.5 시간이었다.

제작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쟁쟁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무려

말 이전에 시행될 XB-1 데몬스트레이터(이름이 약간 비밀스럽다.)의 첫 시험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스페이스엑스

덴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 붐 테크놀로지(Boom Technology)는 2017 년

비행에 3,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콩코드의 자리를 새 항공기로

대체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붐이 제작할 계획인 항공기는 시속1,450 마일(약

2333km)의 속력으로 비행 가능하며, 좌석 수가 40개 이상인 초음속 여객기다.

11명이나 필요했다. 나사(NASA), 프랫 앤 휘트니(Pratt and Whitney), 제너럴
(SpaceX) 출신들이었다. 이 중 6명이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다수가
고성능 항공기/제트기 엔진 설계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초음속 항공 여행을 재개하기에 왜 지금이 적당한 시점일까? 한가지 이유는

이 항공기는 뉴욕에서 런던까지의 비행 시간을 콩코드와 같은 수준인 3.5

콩코드 운항을 중단시켰던 결점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중 대부분이 지난

육박했지만, 붐의 창립자이자 CEO인 블레이크 숄(Blake Scholl)은 현대 버전의

탄소 섬유 복합체(외장재로 쓰인다.) 개발 같은 기술 말이다. 콩코드와는 달리,

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영국-프랑스의 옛 아이콘의 항공권 가격은 2만불에
초음속 항공 왕복권 가격이 고작 5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숄은 평범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개척자는 아니다. 도리어 그는 아마존

닷컴에서 코딩 능력 하나로 부자가 된 인물이다. 민간 조종사 면허를 따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기성 질서를 뒤흔들려는 스타트업의 열정을 키우던 어느 날
그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초음속 항공 여행이 기술적으로도 구현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전망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콩코드로 더 이상 비행할 수

10년간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콩코드에 사용되었던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값비싼 풍동(風洞) 테스트를 축소하며 설계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도 했다. 애프터버너[제트 엔진 재연소장치]가
필요 없는 보다 효율적인 기체와 엔진 덕분에 훨씬 더 조용한 비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숄과 그의 팀에 따르면, 새 항공기 제작 작업을 위해
개조 가능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 재고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첫 상업 비행을 위한 행보는 야심 차다. 콩코드의 마지막 비행 후 20년이

없다는 사실이 슬펐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답니다. 다른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지난 지금, 숄은 자신의 초음속 항공기를 세상에 선보이려 한다. 이 항공 여행이

지원군을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바로 실리콘 벨리에서였다. 한 발 더

5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몽상가인 숄로서는 이러한 경이로운 목표조차도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길래 제가 해보기로 한 것이죠.” 외부에서 강력한
떨어진 곳에 있던 그러나 걸출한 어떤 후원자였다.

버진 그룹(Virgin Group) 설립자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은

항공우주 기업인 버진 갤럭틱(Virgin Gallactic)을 창립하기도 했던 인물로, 숄의
아이디어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초음속 제트기 중 10대를 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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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되면, LA에서 시드니까지의 비행 시간이 현재의 15시간에서 그 1/3인

전혀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목표, 그 중심축에는 하나의 단순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100달러만 있으면 5시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실현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 초음속이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PHOTOGRAPHY: PETER MARLOW / MAGNUM PHOTOS / AGENTUR FOCUS, DDP IMAGES, PR (2)

M AC H 2

“100달러만 있으면 
5시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위: XB-1 데몬스트레이터는 마지막
항공기의 대부분을 복제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다. 왼쪽: 외장재인 탄소 복합체를
사용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더 큰 창도 기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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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LINE ART

Drawing
the line
자신을 따랐던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며
연속 라인 드로잉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화가는 피카소이다.
창조적 정신의 새로운 세대가 원 라인 아트로 알려진
피카소의 까다로운 예술 기법에 도전하고 있다.

PHOTOGRAPHY: AKG-IMAGES / CAMERAPHOTO, SUCCESSION PICASSO / VG BILD-KUNST; KEREM BAKIR

WORDS: Camilla Pé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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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으로 줄이기.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황소”
(왼쪽)는 이미지를 깎고 깎아 그 핵심 요소만 남기는 예술
장르의 문을 열었다. 베를린의 타투 아티스트 모 간지는
자신의 타투 디자인을 피부에 직접 새겨 넣는다.

THE JAGUAR

71

SINGLE LINE ART

파리지앙인 듀오 예술가집단인
디퍼런틀리(Differantly, DTF)에
따르면, 단 한 순간도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린 다섯 개의 손.
오른쪽: 모 간지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

엠

마(Emma)와 스테판(Stephane)이 종이 위에 펜을 올리자, 주위의
모든 눈들이 롤러 코스터 타기를 시작한다. 선들은 고리 모양으로

바뀌고 뒤틀리다가, 종이 이곳 저곳을 돌며 가파른 곡면과 날카로운

각들을 만들어낸다. 단 몇 초 만에 이들은 종이 위에 레이싱 카, 컬트 스니커즈
또는 향수 병을 불러냈다. 단 한번도 종이에서 펜을 떼지 않고 말이다.

파리지앙인 듀오 예술집단 “디퍼런틀리(Differantly, DFT)”의 멤버인 두 사람은
“원 라인 아트”의 전문가들이자, 이 예술 형식을 가장 앞장서서 리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연속 라인 드로잉 작품들은 이제 아트 컬렉터들이

앞다투어 소장하려 하는 아이템이 되었고, 고객 가운데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별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 보이는 이 테크닉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의 일부다. 스테판은 “드로잉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먼저 우리는 대상을 자세히 조사/연구하고 그

본질을 포착하죠. 그 후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해요. 그런

다음 이 과정을 되풀이하죠. 스포츠 슈즈나 핸드백은 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최소 형태만 남게 돼요.” 해칭(hatching), 음영, 색상은 모두 작업과는 무관하다.
연속되는 선만이 중요할 뿐이다.

원 라인 아트의 감상자는 자신도 모르게 선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찾아보게 된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극도의 집중력과 정확한 상상력 같은

일체의 재능이 이 장르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펜의 움직임이 종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이 예술은, 번복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고, 복잡함을 순수한 본질로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요구한다.

원 라인 아트를 옹호했던 가장 유명한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조차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11개의 석판화 시리즈인 “황소” 시리즈
(1945/46)를 작업할 때 그는 맨 먼저 황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 다음

“원 라인 아트는 
냉철히 결정을 내리라고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큐비즘 스타일로 바꾸었고, 마지막에는 추상적인 라인만 남겼다. 동굴 벽화의

도드라지는 효과를 창조해냈다. 이 저명한 루마니아 계 미국인

훨씬 더 정확한 잉크 라인을 활용해서 동물, 댄서, 연주자들의 개성을 자기

시도했었는데, 그 후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물며 <뉴요커>에 만화를 연재하기도

정확한 윤곽선들에서 영감을 받았던 이 스페인의 마스터는, 몇 개 안 되지만
식으로 살려내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는 1926 년부터 원 라인 드로잉을 철사

조각 작품으로 변형했지만(예컨대 화가 페르낭 레제[Fernand Léger]를 묘사한
철사로 된 초상에서처럼) 수많은 위대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라인 아트 실험을
이어갔다. 파울 클레(Paul Klee)의 작품 “무아지경의 작은 어릿광대(Little

Jester in a Trance, 1927)”는 가장 유명한 연속 라인 모노타입 작품이다. “입이
큰 남자(The Man with the Big Mouth, 1930)”와 “그가 놓친 건

무엇일까?(What Is He Missing?, 1930)”는 종이 위에 연속된 연필선과 수채화
붓선만을 활용한 작품들이다.

사울 스타인버그(Saul Steinberg)는 라인을 사용해서 한층 더 강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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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는 1941 년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미국으로의 이민을

했다. 1948년 그는 자신의 이 여정을 원 라인 초상화 “여권 (Passport)”에

담았고, 같은 해에 자신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연속 라인 작품(무제,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고 있는 한 남자가 주인공)을 구상한다. 싱글 라인으로

형상화된 또 하나의 인물은, 밀라노의 만화가 오스발도 카반돌리(Osvaldo

Cavandoli)가 만들어냈던 1970 년대 컬트 만화 시리즈 “라 리니아(La Linea)”
의 성마른 캐릭터 “미스터 리니아(Mr Linea)”였다. 이 조그마한 막대기 인간은,
자기의 길에 새 장애물들을 토해내는 라인 하나를 따라가며, 화를 내고
고함치며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격렬한 몸짓으로 아우성친다.

라인 몇 가닥에서부터 강력한 표현력을 지닌 패턴을 끄집어내는 과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정신을 매혹하고 있다. 타투 아티스트 모 간지

G UA R D I A N O F T H E LI N E S
이안 칼럼(IAN CALLUM), 재규어 디자인 디렉터
즉흥적인 스케치의 가치에 대하여

“처음의 내 생각들을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 전달하기. 이상적으로는

난 이런 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이 스케치들은 말보다 더 정확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리고 있는 것들의 영혼을 제대로 전달한다. 가장 잘
될 때는, 생각이 라인을 통제하게 되고 그러면 드로잉은 자동으로

굴러간다. 익숙한 언어로 말할 때처럼 말이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개념은 종종 종이 위에서 우연히 나타난다. 원 라인 아트에서처럼,

라인은 자동차의 본질과 특수한 개성을 묘사하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다. 라인 3~4개로 멋지게 보이는 자동차의 기본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

F-TYPE 같은 스포츠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수평 라인과 무빙

라인 그리고 이 라인들이 베이직 라인과 맺는 관계일 것이다. 측면

하이라이트 부분의 라인 형태의 홈은 차의 다이내미즘과 퀄리티의

상징이다. 새로 출시된 컴팩트한 E-PACE 같은 SUV는 완전히 다른

기하학적 구조를 드러낸다. 라인들은 더 높이 있고, 더 굴곡이 있는가
하면, 바퀴와 지붕 부분은 의도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바퀴를 감싸고
있는 약간의 마룻대는 자신감을 전달하는 매체다. 실루엣은

분명하면서도 드라마틱하다. 우리는 또한 2018년 중반에 출시될

재규어의 첫 번째 전기차 I-PACE 콘셉트의 라인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 시각적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다. 차의 앞머리가 앞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반면, 후미는 뒤로 젖힌 듯한 모양새다. 마치

(Mo Ganji)는 자신의 베를린 스튜디오에서 선보이는 독자적 “싱글 라인 타투”

이 같은 디자인 아이디어는 렌더링과 3D 모델링이 시행되기 훨씬

작업으로 틈새 시장을 점령한 인물이다. 그는 독일-이란인 혼혈로서, 고급스러운

전에, 달랑 종이 한 장에서 나왔다. 이렇듯 손이 그린 라인 그리고

생각에 이 라인들은 “에너지, 지속성, 활력의 순환”을 상징한다. 원 라인 아트의

이 대단한 첫 번째 디자인 작업을 보존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임무다.”

잉크 라인만으로 산의 파노라마 같이 아취 넘치는 이미지를 스케치해낸다. 그의
라인들은 형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그림의 일부가 되기도
PHOTOGRAPHY: DFT ONE LINE ART; KEREM BAKIR; TRENT MCMINN

액션을 위해 자세를 취한 듯 매우 드라마틱한 형태다.

연필과 종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디자인 과정에서 근본이 된다.

한다. 싱가포르의 그래픽 디자이너 챈휘총(Chan Hwee Chong)은 나선형의

싱글 라인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Mona
Lisa)”와 얀 베르메르(Jan Vermeer)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Girl with a

Pearl Earring)”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렸다. 원형을 그려내는 이 라인의 동작은
때로는 더 높고 때로는 더 평평하지만, 잉크 펜을 누르는 힘은 때로는 조금

약하고 때로는 더 세지만, 이 과정에서 3차원의 코, 입, 눈은 조각으로 나타난다.
이 예술 형식은 교활하게도, 작가가 즉흥적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믿게

하지만, 사실 작품은 매우 꼼꼼한 기초 작업의 결과물이다. 실수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감상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원 라인 아트는 근본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스테판의 설명이다. “이 장르의 변화무쌍함과 미니멀리즘은 매력적이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해요. 냉철히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라고 끊임 없이 강요를 하니까요. 그러나 물론 그런 강요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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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 UA R C L A S S I C

WORKS WONDERS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Jaguar Land Rover Classic)이 세일, 서비스, 정품 부품과 복구 작업,
이 모두를 하나의 지붕 아래 통합하는 클래식 워크(Classic Works) 시설을 선보인다.

완

전히 새로워진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 워크(Classic Work)
시설은 클래식 재규어, 랜드로버 모델 차주와 팬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시설로서, 같은 유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시설은 코벤트리(Coventry) 내 14,000m² 규모 부지에 있는데,

54개의 워크숍 공간과 세일 전문 쇼룸 스페이스를 과시한다. 10년 이상 생산
단절된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모델들에 대한 수리와 서비스가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차량 수비 서비스를 원하는 재규어 드라이버들은 현재 레전드 컨티뉴드

(Legends Continued), 리본 레전드(Reborn Legends)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8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클래식 워크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이 새 시설에서
관리되는 구형 모델만을 수십 년 넘게 취급해온 베테랑들이다. 게다가 이
전문가들의 수는 2017 년 말까지 12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 디렉터 팀 해닝(Tim Hannig, 오른쪽 위)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직원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의 심장부에요. 현재 전 세계에는 150만 대가 넘는
클래식 재규어, 랜드로버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직원들이 이 자동차들에 영광의 과거와 영광의 미래를 한꺼번에 선사할 수
있도록 전통적 제조/복원 기술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워크샵 공간은 각각 해부, 재제조,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구역들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가들에게는 3만 개가 넘는 개별 정품 부품을 정리해놓은
목록이 제공된다. 재규어 랜드로버 본사의 핵심 사업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곧 클래식 시설이 3D 스캐닝, 캐드(컴퓨터이용설계,

Computer Aided Design) 같은 최첨단 제조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덕분에, 그렇지 않았으면 재제조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을 부품들의 재도입이나 재세공이 가능하다.

소장용으로 고전적 재규어 차량을 구매하려는 애호가들은 복원

후보차량에서부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콩쿠르 참가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시 모델을 살펴 보며 고를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 워크 레전드 팀이 전문적 기준으로 선정한 모델들이다. 전문 안내자가
동반하는 클래식 워크 투어(Classic Works Tour)도 제공되므로, 투어를

신청하면 장인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몸소 체험하며 차량 500대로
구성된 비공개 재규어 랜드로버 클래식 컬렉션도 확인할 수 있다. 투어는
연중 내내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다.

가능한 서비스 범위 전체를 보거나 투어를 예약하려면 jaguar.com/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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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J220 전문 서비스 존이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5년 전 이
차량이 처음 생산되었을 때부터
212mph를 자랑하는 이 수퍼카를
지원해왔다. 특수하게 맞춤 제작된
서비스 도구를 활용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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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S AY

FEEDING THE
SENSES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현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테크놀로지는 미래의 일상 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놓고 있을까?
WORDS: Ian Pearson
ILLUSTRATION: Mario Wagner

증

강 현실(AR)이 현실에서 보이는 것과 컴퓨터 이미지를 혼합하는
컴팩트 바이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전망이다. 오늘날 IT

대기업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 아마도 웹 출현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기술 진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AR은 또한 삶을 더 다채롭고 재미나게
만들어줄 것이기에, 우리의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겹침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위의

차량과 건물의 형태를 당신 취향에 맞게 변조하거나, 거리의 낯선 이들을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 인사, 만화나 게임 속 캐릭터로 대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주위에 좀비가 돌아다닌다면 동네 생활은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만일 당신이 조용한 것을 선호한다면, 거리는 확장된 미술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의 아바타를 가져와 사용하겠지만,

AR은 이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에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라면 기업 건강성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AR을 활용할 것이다.

유지관리 과정에서 요청되는 적합한 행동을, 주위에서 로봇이나 기계 일부가
활동할 때 위험 구역을 AR 바이저가 그래픽으로 알려줄 테니 말이다. 안전

글러브는 15,000V 콘덴서 같은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로 당신의 손을 아주 세게
쥘지도 모른다.

AR 글러브는 완전히 네트워크화될 수 있으므로, 당신의 파트너가 몇 km

떨어진 사무실에 이미 가 있어도 당신은 그(녀)의 손을 세게 쥘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구매 전에 원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미리 사용해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데이트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날 때, 상대와 가까워지는 순간 두근거림을 느낄지도
모른다. 로맨틱한 음악을 들으며, 상대방 주위의 가상 글로우를 보고, 그 사람의

감정선을 이미 인지했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증강 현실 메이크업을
사용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변화무쌍하게 자신의 얼굴을 바꿀 것이다. 아니면
계절에 따른 축제, 가족 파티, 이벤트 때 집의 대문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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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우리는 머지않아 안드로이드 비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안드로이드가 집안일 때문에 집에 있을 때도, 클라우드 기반의

안드로이드 인공 지능(AI)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다. 당신은 그

비서와 이야기하며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여행자 신분으로 어딘가를 방문한다면
그 비서는 현지인처럼 당신을 안내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AR 덕에 당신은 당신
옆에 앉아 있는 비서를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녀)의 가상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누군가처럼 보일 수도, 말할

수도 있다. AR을 사용하여 AI와 대화할 때와 실제 안드로이드 비서와 대화할 때,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신의 AI는 당신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낼 수도 있다. 일 처리를 돕고, 지루한

행정 일을 해주거나 무언가 특별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며 말이다. 그(녀)는

완벽한 개인 비서,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늘 접속한 상태이므로,
그(녀)는 당신의 AR에 연결한 후 당신이 상점 벽면 안쪽의 실내를 볼 수 있게

해주는가 하면, 당신이 어딘가를 지나갈 때 흥미로운 무언가가 주변에 있다고
당신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심지어 AR은 한층 더 재미난 쇼핑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당신 눈 앞에 외계인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

2030년 무렵에는 피부 위의 자그마한 회로가 신체의 신경 후미에 연결되어

우리는 감각 체험들을 레코딩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휴가 때의 영상은 완전히 감각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산책, 모래의 느낌, 피부를 스쳐가는 산들바람을 되살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세계와 온라인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질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들 역시 기능성을 게임과 소셜라이징 모두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며 감각을 한껏 충만케 하는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의 AI는 당신에 관한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므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AI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Ian Pearson)은 로켓 과학자가 되기 전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
했다. 2007년 그는 기업들에게 미래 트렌드에 관해 조언해주는 컨설팅 기업
‘퓨처리존(Futurizon)’을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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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월리스(Andy Wallace)가�어린�십대였을�때다. 실버스톤(Silverstone)까지
자전거로�가려면�보통은 3시간이나�걸리곤�했다. 주말에�자전거를�탈�때면,

샌드위치를�만든�뒤�자전거를�곧장�타서는�이른�아침�옥스포드에�있는�자기

집을�나서곤�했다. “어김없이�장대비가�쏟아졌지만�신경�쓰지는�않았어요.” 월리스의
회상이다. “길�위에�올라�있다는�것. 오직�그것만이�중요했죠.”

앤디�월리스에게�1980�년대�후반
재규어XJR�9에�처음�몸을�실었던�
경험은�우연이�아닌�이�영국인�
레이서가�훗날�당대�최고의�
프로토타입�스포츠카�레이서가�될�
것이라는�예견과�같았다
T E X T: G E O F F P O U LT O N
I L LU S T R AT I O N :
M I C H A E L DA R L I N G

이미�몇�해�전에�앤디의�아버지는�그에게�레이싱�세계를�소개해주었다. 그가�열�살�때,

그의�아버지는�앤디를�데리고 르�망(Le Mans)에서�열리던 24 시간�레이싱을�보려고�마차를
타고�프랑스로�떠났다. 그�경험은�그의�가슴에�매우�특별하게�자리�잡았다.

열�다섯�번째�생일�기념으로�앤디의�부모는�그가�짐�러셀�레이싱�스쿨(Jim Russell

Racing School)에서�레슨을�받도록�해주었는데, 이때�앤디는�레이싱에�완전히�매혹된다.
그는�레이싱을�향한�자신의�진로를�계획하기�시작했고, 프리 1974 포뮬러�포드�챔피언십
(pre-1974 Formula Ford Championship)을�데뷔�무대로�정하고�가능한�모든�시간을
들여�돈을�벌고�결국�차를�구매하게�된다. “당시�전�모든�대회에�출전할�생각이었어요.
레이서들을�관찰하고�최종기록을�적어가며�준비를�했죠.” 그의�말이다.

이�같은�앤디의�헌신�어린�노력은�그가 19세이었던 1980년에�이미�결실을�맺게�된다. 이

해에�데뷔�시즌에서�우승을�차지했던�것이다. 그는�포뮬러�포드 (Formula Ford) 랭킹에서
계속�순위를�높여갔고, 이윽고 1986년엔�브리티쉬�포뮬러�대회에서 3개의�타이틀을
획득하게�된다. “논리적으로�보면�다음�단계는 F1이었죠.” 그의�말이다. “두�차례

팀으로부터�제의가�있었지만, 재정적�능력이�없었어요. 6십만�달러를�구해야�했죠.”1986 년
F3 마카오�그랑프리(Macau Grand Prix)에서�우승한�뒤로는 “불확실의�시기”에

정체되어있던�그는�네덜란드�레이서�얀�라머스(Jan Lammers)와�이야기할�기회를�얻게

된다. 당시�얀은�다음�시즌에�맞추어 TWR-재규어�팀에�합류할�예정이었는데, 르망�대회에
또�한�명의�레이서가�필요하다고�했다. 앤디가�관심을�표현하지�않았을까?

“물론�그랬죠. 그래서�몇몇�테스트를�하러�갔고요. 처음 XJR-9에�몸을�밀어�넣었을�때 정말

오싹했어요. 160mph로�질주하는�데�익숙했거든요. 200mph 이상은�완전히�다른�게임이고
240mph에�도달하면�그건�또�다른�세상이에요. 싱글�시터�레이스를�하고�나니 XJR-9가
마치�거대한�금지구역처럼�느껴지더군요. 미사일�안에�앉아�있는�느낌이라고�할까요.”

하지만�앤디는�곧�적응한다. 또�그의�스피드와�일관된�태도가�팀에게�확신을�주었다.

그가�대회�전에�준비할�수�있는�레이스는�겨우�세�차례뿐이었지만, 앤디와�얀, 조니

덤프리스는 7.0 리터 XJR-9로 1988 년�르�망에서�우승을�거머쥔다. 르�망�대회에서는

1957년�이후�첫�우승이었다. “우승했을�때, 이상한�느낌이었어요. 왜냐면�그때�전�너무나도
지쳤었거든요. 실감이�나기까지는�시간이�좀�걸렸죠.” 전형적인�겸손�모드로�그가�말했다.
이제�앤디는�세계�정상급�프로토타입�스포츠카�레이서로�자신의�명성을�굳혀�가기

시작했다. 2년�후�그는�재규어 XJR-12D로�데이토나 24시간(The 24 Hours of Daytona)

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다. 이�대회에서의�세�차례�우승�가운데�첫�번째�우승이었고, 세브링
12시간(The 12 Hours of Sebring) 대회에서도�그는�두�차례�우승한다.

현재�이�영국인은�재규어�랜드로버�클래식(Jaguar Land Rover Classic)의�수석

테스트�드라이버로�활동�중이다. 그는�고전적�방식으로�제작된�전설적인�차량들을

테스트한�뒤, 자신의�전문지식으로�나온�결과물을�새로운�차주에게�전달하고
있다. “E-TYPE, XKSS 같은�모델들을�다시�달리게�하는�작업은, 저로서는
영광이죠. 도로�위의�현대식�차량들과의�멋진�대비이기도�하고요.” 그의

레이싱�본능이�이제�시들해졌다는�뜻일까? “오, 그건�아니죠.” 지난�해에는
르�망�클래식�대회�자신의�클래스에서 D-TYPE으로�우승했다면서, 그가
킬킬�웃으며�말했다. “그건�결코�잃을�수�없는�무언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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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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NITH, THE FUTURE OF SWISS WATCHMAKING
DEFY I El Primero 21
1/100 of a second chronograph
th

www.zenith-watch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