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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창조는 진보의 원동력입니다.
창조는 또한 재규어와 소중한 고객 사이의 커넥션을
강화해주는, 상호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열정입니다.
재규어 2019년 6월 판은 눈부신 이 세상의 대담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 모든 형태의 창조를 기념합니다.
영리한 도발로 예술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디자이너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Stefan Sagmeister)와, 3D 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
(Iris van Herpen),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 있는 파인 다이닝 마에스트로
폴 페레(Paul Paire)를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목공예가와
항공 운송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
항공기 제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자동차 혁신의 선봉에 있는
펠릭스 브라우티감(Felix Bräutigam)
재규어 I-PACE가 당신을 핀란드로 데려
최고 상업 책임자, 재규어
갑니다. 감각적인 패션 포토그래퍼의
시선에 담긴 재규어 XJ의 클래식한
우아함도 이번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였던 재규어 XJ220을 다시 만나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해온 놀라운 혁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 제작하는 동안 우리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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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은 금이다. 핀란드에서는 침묵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는 고요한
자동차, 재규어 I-PACE를 타고 고독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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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MAN
14억 인구의 나라 중국에서 미슐랭
별 3개를 획득한 레스토랑은 단
하나뿐이다. 셰프 폴 파이레(Paul
Pairet)의 레스토랑, 울트라바이올렛의
비전을 확인해 보자.

BLACK YELLOW MAGENTA CYAN

TO MO R R OW L A N D
10년 후 미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눈부신
하이테크 미래를 가늠해본다.

COVER: ALEXANDER SEGER. IMAGES: JESSICA WALSH & STEPHANIE GONOT, ALEXANDER RHIND, SHAWN KOH, JUN MICHAEL PARK, BRUCE CONNEW, HI-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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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 T Y A N D TH E A R TI STE
스테판 자이그마이스터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려하면서 동시에 논란을 일으키는 그의
디자인을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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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I E N C E O F TH E TI M E S
과거와 미래를 3D 프린팅 쿠튀르 디자인으로
융합한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놀랍고 와일드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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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THE CURV E
나만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호텔부터 창의적인
칵테일 아트까지, 트렌디한 최신 모던 리빙을
소개한다.

AG E AG A I N ST TH E M AC H I N E
마치 일생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지난
25년 동안, 변함없는 슈퍼카, 재규어
XJ220

32

74

LUMBER PA R T Y
세 명의 영국 예술가들이 나무로
만드는 예술품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있다.

AC E O F PAC E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의 재규어 ‘taxis’
부터 eTROPHY championship의 I-PACE
까지, 카레이서 셀리아 마틴(Célia Martin)이
재규어를 선택한 이유

36
TIMELESS EL EG A N C E
1978년 출시된 클래식 Jaguar XJ가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y Moore)의 작품과
만나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창조한다.

IN THIS ISSUE
RODRIGO CARMUEGA
아르헨티나 패션
포토그래퍼인 로드리고
까르무에가는 월페이퍼
(Wallpaper)에서 선데이
타임즈까지, 많은 언론사와 함께 작업하는
인기있는 사진 작가이다. 그의 사진에
담긴 클래식 재규어 XJ을 감상해보면,
까르무에가의 인기 이유를 알 수 있다.

J O H N L W A LT E R S
20년 동안 인터네셔널
그래픽 디자인 저널 아이

(Eye)의 에디터이자 공동
소유자로 활동한 월터는

스테판 자그마이스터를 인터뷰하기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다. 자그마이스터의 가장

최신 전시회 ‘뷰티(Beauty)’에 관해서도
확인해보자.

ANDREW FRANKEL
베테랑 자동차 전문

76
P R O D U C T N E WS
새로운 재규어 XE의 모든 것, 올해의 월드카를
수상한 I-PACE, 그리고 다음 세대 XJ 엿보기

52

78

END OF T HE R U N WAY
공상 과학 소설이 현실로? 우리 곁으로 다가 온
지속 가능한 개인 맞춤형 ‘도어 투 도어’ 항공
여행에 대해 알아 본다.

TH I S JAG UA R L I F E
포뮬러 E 진행자 니키 쉴즈(Nicki Shields)
와 재규어의 다각적 관계 - 프랜틱, 일렉트릭,
아이코닉

기자인 프랭클은 Autocar,
MotorSport, Goodwood에
기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매거진 DriveN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재규어는 프랭클이 오랜 친구 재규어

XJ220와 25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K E N YA H U N T
런던에 살고 있는 미국
출신의 헌트는 Elle의
부편집장이며 Guardian,
Vogue, 그리고 Marie
Claire에 자신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헌트는 재규어를 위해 패션의 경계를 새로
정립하고 있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을
인터뷰했다.
Editor in Chief David Barnwell Senior Editor Sachin Rao Senior Art Director Dan Delaney Art Editor Salman Naqvi
Designer Thomas Saible Photo Director Elina Gathof Production Director Marie Bressem Market and Production
Manager Hannah McDonald Account Manager Adrianna Juraszek Business Director Moray McLaren Managing
Director Production Unit Dr. Markus Schönmann Editor on behalf of Jaguar Chas Hallett

The Jaguar magazine is published by Spark44 Ltd, The White Collar Factory, 1 Old Street Yard, London EC1Y 8AF,
UK on behalf of Jaguar, Abbey Road, Whitley, Coventry CV3 4LF. Copyright Spark44 Ltd. 2019. All rights reserved.
퍼블리셔의 서면 허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잡지에 표현된 의견은 재규어의 의견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이 잡지는 청탁되지 않은 원고나 사진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수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규어 매거진의 내용을 편집하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이 잡지에 표시된 차량
사양, 기능 및 장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규어는 제한된 접근 구역에서 영화 및 사진
촬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인쇄 작업 시,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자세한 차량 정보는 재규어 공식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운전하십시오.

J U N M I C H A E L PA R K
준 마이클 박은 쿠바에서
그리스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취재하는 사진 작가이며,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엔 자신의 고향인 서울에서 도시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THE 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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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things, 1
STORY: JENNY SOUTHAN AT GLOBETRENDER. IMAGE: KUDADOO MALDIVES PRIVATE ISLAND

GETAWAY

LOVE ISLAND
몰디브에서 우리가 찾은 이 새로운 은신처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올 인클루시브'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쿠다두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투명하고 푸른 바다 위에 자리 잡은 15개의 수상 빌라와 라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라비야니 환초(Lhaviyani Atoll)의 하얀 모래 섬과 바로 연결된다.
숙박 요금은 1박당 약 $3,000부터 시작하며, 추가 요금 없이 빌라 내에서 언제든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다. 차갑게 서빙된 샴페인, 하루 3번의 전신
마사지, 함밤 중의 파티, 그리고 제트 스키를 몇 시간을 타든 체크아웃 시 청구되는 추가 요금이 없다. 쿠다두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는 나만을 위해 맞춤
요리를 만들어 주는 셰프, 24시간 대기하는 집사, 나의 운동 능력에 맞춰 지도해 주는 개인 트레이너 등 모든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만타
가오리와 수영하기, 거북이와 함께 하는 프리 다이빙, 또는 바다 속에서 형광빛을 내는 말미잘, 새우, 뇌산호를 볼 수 있는 '블루 라이트' 야간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다. 쿠다두 리조트는 수상 레스토랑과 선 데크를 포함해 총 1,000여개의 태양전지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등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kudad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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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자하 하디드
(Zaha Hadid)가 남긴 유산을 기념할 수 있는
컬렉션을 만나보자. 전문적인 수공예와 디자인
예술이 만난 RE/Form 카펫 컬렉션에서는 자하
하디드의 시그니처인 기하학적 외관을 상징적인
인테리어 작품 컬렉션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이었던 그녀에게
경의를 표한다. 재구성과 변화라는 의미의 제목을
붙인 이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22개 디자인은
하디드의 작업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테마를
유기체의 세포 모양, 픽셀 풍경, 가로무늬 선,
돌출형 리본 모양 같은 새로운 형태로 제시한다.
각 그룹에 속한 패턴은 하디드의 특징인 빛과
그림자를 서로 엮어내고, 겹겹이 층을 쌓고,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법을 담아내고 있다. 고급 카펫
제조사인 로얄 타이(Royal Thai)의 수공 기술과
자하 하디드 디자인(Zaha Hadid Design)과의
콜라보를 통해 제작된 이 카펫은 액스민스터
직기와 핸드 터프트 방식으로 직조되었다.
royalthai.com/reform

BLACK YELLOW MAGENTA CYAN

STORIES: MELISA GRAY WARD

PRODUCTION

발길이 닿는 곳을 위한
최고의 휴식

IMAGES:: ZAHA HADID ARCHITECTS. STUDIO DRIFT의 FRAGILE FUTURE, CARPENTERS WORKSHOP GALLERY 전시

ART

DESIGN

- Cool things, 2
IMAGES:: ZAHA HADID ARCHITECTS. STUDIO DRIFT의 FRAGILE FUTURE, CARPENTERS WORKSHOP GALLERY 전시
STORIES: MELISA GRAY WARD

깊은 시적 감수성과 함께
엄청난 수공을 들여 탄생한
Fragile Future는 반짝이는
민들레 전구에 황동 전기
회로를 연결하여 조형한
작품이다.

테크 아트, 퍼포먼스, 바이오디자인이
결합된 이 작품은 자연을 투영한 세계로 초대한다.

CRAFTSMANSHIP

눈부신 빛의 춤

자연은 불가사의한 만큼 더욱 매혹적인 존재일 수 있다.
조명으로 초현실적인 정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 게 더 좋을까? 네덜란드의 아티스트
컬렉티브인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의 조명
설치물과 인터랙티브 조각품은 작품 안에 테크 아트,
퍼포먼스, 바이오디자인을 조합하여 자연과의 관계가 투영된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이 스튜디오의 설립자 로네크 고딘
(Lonneke Gordijn)과 랄프 노타(Ralph Nauta)는 사람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재점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작품 플라이라이트(Flylight)에서는 비행하는 새의 동작을
조명으로 모방하여 집단에 소속된 안전감과 개별 행동 및
자유의 개념을 비교해 탐구하고자 했다. 메도우(Meadow)는
기계로 만든 꽃이 접혔다 펼쳐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의 생장 과정과 계절의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와 시설에서
탁월한 관람 기록을 세운 바 있는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는 올해에 멕시코, 핀란드, 미국을 돌며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studiodri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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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블로 빅뱅
사파이어 뚜르비용
유색 사파이어 케이스의 선구자로 유명한
위블로는 바젤월드 2018(Baselworld
2018)에서 이 모델을 처음 선보였다.
이 모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색
투명함으로, 케이스, 스트랩, 뚜르비용
브리지가 모두 무색으로 처리되어 있다.
45mm 케이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가공되었고, 무브먼트의 뚜르비용
브리지는 사파이어를 깎아 만들었으며,
스트랩 소재도 투명 고무 재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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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F의 오를로지컬 머신 넘버 6 에일리언 네이션
크리에이터 막스 뷔셀(Max Büsser) 특유의 독특한 상상력이 발휘된 이 크리스탈
우주선에는 외계인 6명이 탑승하고 있으며, 모두 화이트골드로 세공되어 시계 케이스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 케이스는 조립을 제외하고도 최대 510시간이 걸리는 공정을
통해 12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조각을 사용하여 가공된다. 오리지널 HM6는 1970년대
애니메이션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캡틴 퓨처(Captain Future)의 우주선 모양에서
영감을 얻었다.

벨앤로스 BR X-1 스켈레톤
뚜르비용 사파이어
2016년에 BR X-1크로노그래프
뚜르비용 사파이어를 통해 최초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시계를 선보인 이후로,
이 프랑스 브랜드는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전면 노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 시계는 오픈
작동식 무브먼트로 제작되어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케이스는
다섯 개의 사파이어 조각을 깎아 나사로
고정한 형태이다.

그뢰벨 포시 더블 뚜르비용
30º 테크닉 사파이어
그뢰벨 포시 특유의
복잡한 무브번트가 더욱 도드라진 이
시계는 단일한 크리스탈 조각을 가공하여
만든 견고한 사파이어 케이스로 덮여
있다. 이 고급 부티크 오를로지 브랜드는
정교한 멀티티어 무브먼트로 유명하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는 시계 내부의
모든 신비로운 기계식 무브먼트를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한 완벽한
제품이다.

보베 레시탈 26
브레인스톰 챕터 원
이 정교하게 제작된 신제품은 보베
특유의 경사진 케이스에 사파이어를
조합한 버전으로, 책상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았다. 베젤, 케이스 밴드,
크리스탈은 모두 사파이어로
제작된 반면, 후면 베젤과 러그는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되었다.
달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이 브랜드의 수많은 근사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다.

IMAGES: OLIVER GOLDSMITH SUNGLASSES, FLUIDITY TECHNOLOGIES INC

PRODUCTION

시계 속에 펼쳐진
마법 같은
신비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STORIES: NITIN NAIR, CHRIS STOKEL-WALKER

ART

한 세대 전에 공업용 사파이어가 시계
제조에 도입되면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이 탄생했고, 시계 애호가들은
이를 통해 기계식 무브먼트의 복잡한 구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제조
공정의 발달로 인해 이제 시계 제조사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가장 단단한 물질인
이 긁힘 방지 재료를 이용해 케이스 전체를
가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모쪼록
그 투명한 장관을 즐겁게 감상하시길.

- Cool things, 3
STYLE

목표를 고집스럽게 응시하는 두 눈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스타일 아이콘과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안경 브랜드가
만나면 어떤 제품이 탄생할까? 그 해답은 바로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아이웨어이다. 1965년, 패션 포토그래퍼 데이빗 베일리는 올리버 골드스미스
(Oliver Goldsmith)의 두꺼운 뿔테형 선글라스 '로드(Lord)'를 착용한 배우
마이클 케인(Michael Caine)의 화보를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바 있다.
2019년에 유색 렌즈로 새롭게 단장한 이 선글라스는 중대한 순간의 정수를
담아내며, 마이클 케인과 마찬가지로 명실상부한 스타일 아이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olivergoldsmith.com

TECHNOLOGY

STORIES: NITIN NAIR, CHRIS STOKEL-WALKER

IMAGES: OLIVER GOLDSMITH SUNGLASSES, FLUIDITY TECHNOLOGIES INC

드론
정찰기

스콧 파라진스키(Scott Parazynski)는 비행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이다. 그는
우주 왕복선에 다섯번이나 탑승한 전직 NASA
우주 비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열렬한 드론
조종사이기도 하지만 큰 위험을 감수한 다년간의
우주 비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투박한 핸드헬드
패널의 컨트롤러를 양손 엄지로 조작하는 기존의
드론 조종 방식은 익히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플루이디티(Fluidity)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전문적인 항공기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사용하는
컨트롤을 모방한 FT 에비에이터(FT Aviator)
조이스틱을 개발했다. 파라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 회사 제품으로는 누구에게든
8자 비행 같은 복잡한 비행 동작 방법을 30초
이내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FT 에비에이터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네 가지 종류의 드론 활주
동작을 조작할 수 있으며, 스틱 맨 위에 상황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드론 조종사는 항상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을 사용하여
완벽한 항공 비디오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사용자를 위해, 컨트롤러 밑면 내부에는 고급
카메라 컨트롤이 구비되어 있다. 이 스틱은
대부분의 DJI 드론과 호환되지만 파라진스키의
목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머신에 언젠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NNOVATION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 줄 바이크

재규어 랜드로버의 기술 회사 인모션
(InMotion)에서 지원하는 영국계 회사 아크
(Arc)의 세계 최고급 전기 모터사이클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벡터(Vector)는
주행 범위가 579km(360마일)에 달하는
순수 전기식 슈퍼바이크이다. 무게는
220kg에 불과하지만, 395Nm의 토크로
3.1초에 60mp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벡터는 사람과 기계가 일체화되는 개념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헬멧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정보가
표시되는데, 이는 주행 피드백이 재킷의
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전달될 때 시동 키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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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저녁식사'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떠올려보자. 파마산 치즈와 로메인 레터스를
넣은 베르무트, 세 가지 종류의 구아바로 만든 사케,
훈연한 자두 팅크를 뿌린 구운 양파 싹 둥지 위에 얹은
완숙한 메추리알. 이러한 '먹는 칵테일'은LA에서 가장
창의적인 칵테일 제조가 중 한 명이자 나만의 'farmto-glass(팜투글래스)' 술을 만드는 방법을 담아낸
책 Eat Your Drink(나만의 술 만들기)의 저자인
매튜 비앙카니엘로(Matthew Biancaniello)가 만든
메뉴이다. 도전적이면서도 항상 놀라움을 선사하는
비앙카니엘로는 술과 제철 재료를 섞어 예술적인
메뉴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모든 재료는 산타 모니카
산맥 자락에서 채취하거나, 로컬 농장 마켓에서
구입하거나, 자신의 정원에서 직접 기른 것들이다.
그는 오고 해초, 황금색 토마토, 오레가노를 섞은
123 오가닉 데낄라를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냐며 반문한다. 그는 LA에 있는
이사벨(Ysabel) 등의 바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후, 자신이 십여 년 전에 처음 바텐더 일을 시작했던
곳인 더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의 라이브러리 바
(Library Bar)로 돌아왔다. 새로운 맛을 찾아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비앙카니엘로의 마시는
시저 샐러드인 '리퀴드 치즈 보드', 그리고 알코올
굴과 성게 같은 즐거운 맛을 시식해볼 수 있다.
matthewbiancaniello.com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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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맛을 찾아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마시는
시저 샐러드 같은 즐거운 맛을 시식해볼 수 있다...

EVENTS

STORIES: JENNY SOUTHAN, CHRIS STOKEL-WALKER

두 팔을 활짝 벌리고

1992년 이래로, 오픈 하우스 페스티벌(Open House Festival)은 도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과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내고 있거나,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 건축물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픈 하우스에서는
48시간 동안 여러 건물에 무료로 출입 가능한 입장권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도시의 가장 멋진 비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OBE의 창립자
빅토리아 손튼(Victoria Thornt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건축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시민들이 건축물과
공간의 질을 탐구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2019년
페스티벌은 진정한 글로벌 이벤트로, 43개 도시가 참가한다. 밀라노에서
마카오, 멜번에 이르는 모든 도시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openhouseworldwi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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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에는
무얼 먹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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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S ELEVEN (COURSES)

STORY: JENNY SOUTHAN

PHOTOS: IVAR KVAAL

CLIENT

이 레스토랑의 외관은 마치 노르웨이 거친 해안가에 외계 암석이 떨어져 충돌한 듯한 모습이다. 건물의 절반이 바닷물에 잠긴 이 콘크리트
직육면체 구조물은 2019년 4월에 문을 연 유럽 최초의 수중 레스토랑인 '언더(Under)'이다. 이 레스토랑은 수심 5.5m의 바다 속 해저면
위에 지어져 있어,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대형 아크릴 창을 통해 북대서양의 빙해를 들여다보며 먼 바다에서 어획한 해산물의 - 쉐프
니콜라이 엘리츠가르드(Nicolai Ellitsgaard)의 말에 따르면 - "순수한, 날 것 그대로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오슬로의 남쪽 방향으로 약 5
시간 정도 거리인(또는 크리스티안산의 키예빅 공항에서 80분 정도 소요) 린디스네스 자치구(Lindesnes municipality)에 위치한 '언더'
는 노르웨이 건축 사무소 ‘스뇌헤타( Snøhetta)’에서 설계한 건물로, 스뇌헤타는 스웨덴의 유명한 트리호텔의 통나무집을 건축하였다.
소박함을 담아낸 '이머전(Immersion)' 메뉴(가격 약 $250)는 플레이트마다 제철 생선과 지채 같은 해조류, 산딸기 등을 주 메뉴로
선보인다. unde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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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이스터는 기발한 레터링과 매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본분인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가장 빛내고 있다. 그의
클라이언트로는 데이빗 번(David Byrne, 번의 앨범을 디자인하여
그래미 패키지 상을 두 번 수상함),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제이지(Jay-Z)는 물론, 고급 브랜드인 줌토벨(Zumtobel), 비트라
(Vitra) 및 비영리 조직인 원 보이스(One Voice)를 꼽을 수 있다.
자그마이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재미있는 부분은 다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음반
패키지 작업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첫 번째 인쇄 부수가 몇 백만
장씩 팔릴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그마이스터는 알프스 마을인 브레겐츠(Bregenz)에서
태어났으며, 비엔나의 일류 응용 미술 대학인 앙게반테
(Angewandte)에서 공부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한동안
뉴욕에서 지내던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고,
홍콩에서는 두어 해 정도 광고 일을 했으며,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그마이스터는 1993년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나체로 서 있는 본인의 사진이 실린
카드를 통해 이 소식을 발표했다. 카드에는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가
전략적인 위치에 붙어 있었다.
뛰어난 성공을 거둔 클라이언트 작업물, 개인으로서의 작품,
노골적인 자기 홍보(맨몸에 텍스트를 새겨 넣은 포스터 등)가
조합된 그의 별난 스타일로 인해 Sagmeister Inc.는 금세 뉴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튜디오 중 한 곳이 되었다. 그는 유능한
어시스턴트를 채용하되 팀은 소규모로 유지했다. 그런데 2000년
자그마이스터는 동료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스튜디오를 닫고 일 년간 휴업에 돌입한 것이다.
일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 메이드 유 룩(Made You
Look)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자그마이스터의 커리어는 고공
행진했다. 그는 평생의 은퇴 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그 이후 안식년을 두 번 더 가졌다. 사색의 시간이 충분했던
이 시간 동안 그는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난 항상
배짱 있게 굴어야 일이 잘 풀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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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계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자그마이스터는 놀라우리만치 다가가기
쉬운 겸손함을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비엔나에 소재한 오스트리아 응용미술관
MAK(the Austrian Museum of Applied
Arts)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역시 디자이너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월시와 함께 제작한 전시회 뷰티(Beauty)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 전시는 이 미술관의 156년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 이는 몇 년 전 열린 자그마이스터 본인의 기록인 더 해피
쇼(The Happy Show)의 관람객 기록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시선을 붙드는 것은 전시회장 입구의 유리 상자 안에 있는,
결빙으로 뒤덮인 재규어 E-PACE로, 아름다움에 대한 디자이너의
선언문이 곡선형 서체로 차체 표면에 새겨져 있다.
자그마이스터는 25년 이상을 뉴욕에서 살았지만, 변함없이 강한
그의 오스트리아 악센트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전시회를 제작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방대한 정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름다움’은 거대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걸 취사 선택할지,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그마이스터의 성공은 매우 놀랍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유명 인사가 탄생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이나, 브랜드, 앱, 앨범 표지, 포스터, 패키지
또는 전시회 등 자신이 디자인한 작업물을 올바르게 구현하고 타깃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직군이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용모, 강렬한 성격을 지닌 자그마이스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2016년에 제작된 그의
다큐멘터리 더 해피 필름(The Happy Film)의 초연에 참석했던
학계 인사와 학생들에서부터 엘리트 업계에서 각종 상을 휩쓴 유명
작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어느 정도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컨퍼런스에서 연설이라도 하게 되면, 아무도 그 다음
순서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목표에 충실한 사람이다.

자이너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Stefan Sagmeister)와
제시카 월시(Jessica Walsh)
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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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에 대한 전시회를 제작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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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이전에 열린 새로운
전시회 뷰티에서 만난 재규어의
디자인 디렉터 이안 캘럼과
자그마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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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는 진행
상황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반 년 정도 지났을 때 11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촬영을 한 지 일 년째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촬영 3년 차에는 커티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그마이스터는 끝까지 영화 촬영을
마무리했으며 그 결과물은 재미있고,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울 만큼
솔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을 작정이다. “당시에
영화를 찍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저도 영화에는 재주가 없었어요.
디자인과 영화 제작은 완전히 다른 일이더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주장한다. MAK에서
열린 재규어의 디자인 디렉터 이안 캘럼
(Ian Callum)과의 공개 담화에서
자그마이스터는 도널드 주드(Donald
Judd)의 정의를 인용했다. “디자인은
구동이 돼야 하지만, 예술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자그마이스터의
작업물에서 그의 개성(자신의 신체적
요소나 인생)을 아예 배제하기란 어렵다.
시선을 사로잡는 스탠드업 공연처럼,
그의 컨퍼런스 연설이 그토록 유명하고
매력적인 이유도 바로 이에 기인한 것일지 모른다. 자그마이스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저는 청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표현 방법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디자인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장에 그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제 모두가 스토리텔러인 거죠.”
그러나 뷰티는 화려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시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전시회는 자그마이스터라는 인간 그 자체와도 같다.
슈테판 자그마이스터와의 만남은 더욱 강렬하고, 시각적인 요소에
더욱 집중하며, 일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하느라
잔뜩 들볶이고 미혹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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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의 MAK에서 처음 개최된 ‘뷰티’ 전시회는 2019년 9월 15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다른 개최지도 추가될 예정이다.

PHOTOS: SAGMEISTER & WALSH (3), JAGUAR LAND ROVER, ALEXANDER S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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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조적인 격언에 심취하게 되었다. 페인트, 머리카락, 패턴,
동전, 풍선 원숭이, 바나나, 그리고 심지어 소변을 사용하여 정교한
레터링으로 써내려간 이러한 대다수의 글귀는 2008년에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들(Things I Have Learned In My Life
So Far)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그의 기호는 집안
내력이기도 했다. 그의 조부는 간판 그리는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으며, 그의 고향 집에는 조각된 목판에 금박으로 공들여
글자를 새겨 넣은 경구들이 가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는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제가 바라는
최선의 길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누군가에게
그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2010년 이 스튜디오에 합류한 월시는
25세의 나이에 파트너가 되었고, 2년 후
자그마이스터 앤 월시(Sagmeister &
Walsh)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들은 또
다른 누드 사진으로 새로운 작업을
발표하여 커다란 충격과 유쾌함을 동시에
선사하기도 했다. 이 듀오는 개인적인
작품을 클라이언트를 위한 디자인에
조합하는 재주가 있다. 피부, 신체, 변형을
강조한 패션 브랜드 밀리(Milly)의 광고는 다채로운 직관성을 담아낸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의 테이크잇온(Take
It On) 포스터와 서로 닮아 있다. 뉴욕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좀 더 절제가 필요한 작업이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자그마이스터가 그 다음으로 착수한 대형 프로젝트의 주제는
행복이었다. 더 해피 쇼는 미국과 유럽 전역의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재능 있는 디자이너이자 감독인 힐만 커티스(Hillman
Curtis)와의 콜라보를 통해 처음으로 제작한 더 해피 필름은 슈퍼
사이즈 미 같은 영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따르되, 그래픽적인 솜씨를
가미한 영화이다. 여기에서 자그마이스터는 ‘자신의 성격을 다시
설계’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는 피실험체가 되어
자신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상, 치료요법, 약물요법을
시도하여 여러 가지가 혼합된 결과를 이끌어낸다.
자그마이스터는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더 해피 필름은 제작

PHOTOS: SAGMEISTER & WALSH (3), JAGUAR LAND ROVER, ALEXANDER SEGER

아티스트 로사 카머마이어
(Rosa Kammermeier)가
재규어 E-Pace에 아름다움에
대한 자그마이스터의 선언문을
새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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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land I-Pace, 1

HUSH HOUR
지구상에서 핀란드 사람보다 침묵에 능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재규어 역사상 소음과 가장 거리가 먼 모델인 순수 전기차 I-PACE와
함께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STORY: Nathaniel Handy
PHOTOGRAPHY: Alexander R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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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들어오면 도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맑아지는 느낌이죠”

BLACK YELLOW MAGENTA CYAN

현

대인의 생활은 백색 소음 그 자체다. 스마트폰, 광고, TV
화면,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 등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의
관심을 끄는 요소로 가득하다. 특히 정글 같은 도시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러니
자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더욱 깊은 고요함과 사색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대두되는 건 전혀 놀랍지 않다. 뉴욕의 이동식 명상 트럭인
컴 시티(Calm City)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만 들여다보고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폰 앱에 이르기까지, 고요함은 새로운 화두가
된 듯하다.
그러나 핀란드는 사색이라는 개념을 항상 최전선에서 실천해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국토 면적이 넓어 국민 3명당 2km2에
달하는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여유롭게 몸을 뉘이고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수많은 군도가 밀집된 반도에
위치한 수도 헬싱키조차 다수의 면적이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다.
핀란드 사람을 만나보면 잡담을 즐기는 행위는 이들의 국민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는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핀란드는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서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완벽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핀란드인들이 내성적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행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심을 내려놓게 된다.
이 고요한 수도는 재규어 역사상 가장 조용한 차량이자 고급형
SUV인 순수 전기차 I-PACE의 보금자리로 완벽한 도시이다. 겨울철
눈 위를 지나가는 타이어의 소리밖에 나지 않는 I-PACE를 타고
헬싱키 시내 중심지로 매끄럽게 들어섰다.

이전 페이지 및 아래 사진:
건축가 미코 수마넨(오른쪽 아래)이
헬싱키의 중심부에 설계한 명상 공간인
'깜삐 예배당' 앞에 세워진 I-PACE. 위
사진: 핀란드의 황무지를 가볍게
거닐기

핀란드 수도에서 가장 혼잡한 상업 중심지인 마켓 스퀘어는
고요함을 찾기에 동떨어진 장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헬싱키 시의회에서는 이 곳에 혁신적인 경관의 새로운
예배당인 ‘깜삐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곳은 ‘침묵의 교회’
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예배당은 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핀란드인의 침묵에 대한
사랑을 예배당으로 표현한 일례라 할 수 있다.
헬싱키의 전 부시장 페카 코르피넨이 착수한 프로젝트인 이
예배당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료인 키모 리툴라 및 니코 시롤라와 함께 이 예배당을
설계한 헬싱키 출신 K2S 건축가 미코 수마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도시의 한 요소인 사람들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는 월풀 욕조나 유동 인구로 가득한 섬 같은
모양이었죠.”
점유 면적 75m2로 극히 적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은 이 건축물은
전체가 목조로 되어 있으며 측면은 한없이 확장되는 듯한 곡선을
그리며 위로 솟아 있다. 건물 외부는 전통적인 가문비나무 목재로
덮여 있는데, 이는 목재 표면에 침투하여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도
보존력이 유지되는 나노기술을 사용해 만든 최신 바이오왁스로
부착되어 있다. 예배당 내부에 들어서면 그 혁신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완벽한 수평 길이로 된 가벼운 오리나무 목재가 위쪽으로
둥글게 말려 올라가 하나의 매끄럽고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을
만들어낸다. 이곳에서 도시는 자취를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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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시오 립લ원으로 출하며 재૬어 전기차의 조용함뿐
아니라 힘을 전혀 들이 않으며 차가 ૐ동된다는 점에 놀랐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변속기가 없기 때에 가속 시 연이 생하
않는다. 터리는 차축 사이 하단에 치되어 있어 차가 면에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으며, 매우 우수한 400PS의 최대 출력을
제લ한다.
우리의 목적는 핀란드 립લ원 본부인 할티아 센터였다.
이은 외શ이 멋 건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목재로 된 표면
안쪽을 들여다보면 I-PACE와 લ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I-PACE는 90kWh 터리의 고적 리튬이온 파우치 셀에 에너를
저장한다. 할티아 센터는 태양열 열 에너 시스템을 조합하여
에너 사용량의 대부분을 자자족하고 있다. 이 건 아래의
암에는 11km 깊이의 ૐ멍이 뚫려 있다. 여름에는 태양 전판의
열을 이 암에 쏟아 부어 건을 냉하기 위한 차가운 લ기로
꾼다. 겨울이 되면 이전 여름에 저장해둔 열로 다시 난을 하는
원리이다. 할티아 센터 소장 톰 셀래니에 는 다음 같이
이야기한다. "이 시스템은 결
천연 터리 같은 겁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것이 숲으로
다시 결되는 듯하다. 깜삐 예당
마찬가로, 할티아 센터의 건축
양식에서도 목재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૯리고 깜삐 예당처럼 목재에
도장이나 옻칠을 하 않고 랍만 른
상태이로 나가 숨을 쉴 수 있다. 또 한
가 લ통점은 건의 ૐ조가 유기적인
달걀 모양이라는 점이다. 톰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핀란드의 역사, 신화,
학, 예술, 자연의 각 요소를 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티아는 흰뺨오리(핀란드에서 자 볼 수 있는
다오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의 요 전시 લ간을
가운데에 알처럼 품고 있는 형태. 이는 핀란드인이라면 누ૐ나
알고 있는 흰뺨오리의 알에서 천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신화를
영한 겁니다."
톰은 설핏 웃으며 말을 이어 나갔다. ૯에 말에 따르면, 이
세계와 만의 기원을 설명하는 핀란드의  서사시 칼레라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화는 모든 것이 ૯ 심장부인 호수와 숲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헬싱키는
특히 겨울이 되면
황의 적막함이
게 드리우는
도시이다

헬싱키는 특히 두꺼운 눈에 뒤덮이는 겨울이 되면 황의
적막함이 게 드리우는 도시이다. 헬싱키의 앙 ઼장에 서서 경
40km를 ૯리면 숲으로 뒤덮인 도, 잔결을 일으키는 만의
해안선, ળ 강어 , 립લ원 두 까 모두 한 범위에 들어온다.
재૬어 I-PACE의 1회 충전 시 행 범위가 333SU*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충분히 제어 가능한 범위이다. 충전 속도 또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다. 속 충전 CCS 플러૯는 0% 상태의
터리를 약 45분만에 80%까 충전할 수 있다**. 도로변의
식당에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먹는 시간 동안 차는 충분히
충전되었고 행 답사를 시작할 비가 완료되었다.

BLACK YELLOW MAGENTA CYAN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핀란드 사람들이 복해서 이야기한 제는
자연으로의 회 였으며, 특히 전원 속 오두막의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가 를 이루었다. 핀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 에 위치한 호숫가 옆 오두막에 머는 일이
다사이다. 론 어느 정도의 가정에 기한 일상이만 말이다.
우리는 헬싱키의 아늑한 커피숍에서 로베르트 누오르테를 만났다.

*연료 소비량: 해당 사항 없음. CO2 출량: 0(g/km). EV 범위: 최대 333km. EV 범위 수치는 표화된 경로를 행하는 프로덕션 차량을 기으로 합니다. 달성
범위는 차량  터리 상태, 실제 경로, 환경, 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 수 있습니다. **100kW 충전기로 차량을 충전할 경우를 나타냅니다.

REPRO OP

건축가 코는 다음 같이 이야기한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도시의 소리가 들리 않습니다. 자연઼조차 간접적이. 우리가
라는 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이 લ간으로 인해 기분이
맑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은 루터 ો회만 만인을 위한 상의 લ간이다. 애쉬우드로
만든 예석이 가런히 치되어 있으나 이에는 명상에 사용하는
쿠션, 기도용 매트가 ૐ비되어 있는 것은 론, 메카 향을
나타내는 퀴블라 표식까 ૯려져 있다. 이에 들어서면 사제뿐만
아니라 이에 하는 사회 복사에게도 말을 걸 수 없으며
언으로 앉아 있어야만 한다. 코는 다음 같이 이야기한다. "
이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시내의 사실에 출하면서 여기에
들르곤 합니다. 하철 역에서 이에 도착해 몇 분간 머면서
긴장을 풀고 생각에 잠기곤 해요."
이 예당의 શ리자인 난나 헬라코스키는 이에 수하며 다음
같이 덧붙인다. "모든 도시에는 도서શ 같은 조용한 장소가 있.
하만 이은 조 특별합니다. 여기는 핀란드 전역에서 가장
혼잡한 역에 자리한 이만, 누ૐ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고요한 લ간이니까요.”
핀란드인들은 이러한 휴식 લ간을
조성하는 데 탁월한 역량이 있는 듯하다. 이
예당이 보이는  처에는 2018년 12월에
개શ한 새로운 오디(Oodi) 앙 도서શ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헬싱키의 심부를
재편하고 있는 또 다른 목조 건축이다.
건 내부가  모양 기둥으로 조형된 오디
도서શ은 단순한 도서શ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개인적인 작업 사색을 할 수 있는
લ동체 લ간을 탄생시켰다. 3층 전체에 걸쳐
다양한 안락의자, 재봉틀 3D프린터를 갖춘
작업대, ૯리고 카펫 위에 느하게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유 휴식 લ간'이 마련되어 있다. 원목, 화분에 심은 나,
천장의 둥 창을 통해 산란되는 부드러운 빛은 자연에 가까운
평온함을 고조시킨다. 마치 래의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올른 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연료 소비량: 해당 사항 없음. CO2 출량: 0(g/km). EV 범위: 최대 333km. EV 범위 수치는 표화된 경로를 행하는 프로덕션 차량을 기으로 합니다. 달성
범위는 차량  터리 상태, 실제 경로, 환경, 행 스타일에 따라 달라 수 있습니다. **100kW 충전기로 차량을 충전할 경우를 나타냅니다.

가이드 마르쿠 얀호넨(아래) 함께 황를
체험하고, 오디 શ(왼쪽) 또는 할티아 센터
(오른쪽, 소장 톰 셀래니에 ) 같은 현대
건축을 탐하는 모든 여정에서 I-PACE는
우아한 동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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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채집가 파울리나 토바이넨(왼쪽)과 에버펠스
설립자 로베르트 누오르테바(위)는 아웃도어 및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핀란드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Below: I-PACE는 핀란드의
이러한 면모를 고요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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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황무지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황무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스타트업인 에버펠스(Everfells)의 설립자이다.
로베르트는 핀란드인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열망을 눈치챈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핀란드 사람은 도시에서
오두막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차문을 닫고 나면 적막에 휩싸이게 되죠. 도시에서는
밤에도 그만큼 조용할 새가 없습니다. 항상 배경에 소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오두막집에는 진정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고요함이죠."
I-PACE를 운전하며 핀란드의 침엽수림으로 들어서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온몸을 휘감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전기차의
진정한 무소음 주행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내연 기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선사한다. 여기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정말로
이렇게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가? 정답은 '
그렇다'이다. 숲길을 30분 남짓 달리다
보니 '정말 편안하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했다. 앞 유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주행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필자의 귀에는 눈 위를
지나가는 타이어의 부드러운 리듬만 들릴
따름이었다.
북반구의 겨울만큼 고요한 적막은 또
없을 것이다. 핀란드에는 한겨울과 '봄겨울'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인들은 5계절을 이야기한다. 한겨울에는 해가 거의 뜨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아가 전통식 훈증 사우나실을
덥히고, 호숫가 얼음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얼음에 구멍을 낸다.
독특한 목조 양식을 갖춘 핀란드의 사우나실은 수많은 핀란드 현대
건축물의 원형 설계도일지도 모른다. 야생이 살아 숨쉬는
동카렐리야 지역 토박이인 황무지 가이드 마르쿠 얀호넨은 사우나란
핀란드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고 설명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사우나는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호수를 바라보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사우나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핀란드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다. 이곳은 사색의 장소였으며 따뜻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출산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핀란드의 고요함에는 특별함이
있으며, 이러한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감각을 더 예민하게 벼리는
행위는 옛 지식을 다시 반추하는 듯한 느낌이다. 일례로, 마르쿠의

설명에 따르면 겨울철에 호숫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소리의 높낮이가 중요하다고 한다. "얼음 위를 스케이트로
지칠 때 나는 소리로 얼음의 두께를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날카로워질수록 얼음이 얇아진다는 걸 뜻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헬싱키 와일드푸드(Helsinki Wildfoods)의
야생 식품 채집가 파울리나 토이바넨 역시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냄새에 대한 기억은 매우 중요해요. 독성 식물과
무독성 식물의 냄새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이점을 알게 되면
그 둘을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녀를 만났을 당시에는 채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겨울의 황량함마저도 그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식물은 이런 조건에서 더 강하게 자라나요. 베리류는 추위와 싸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더 많은 폴리페놀을
만들어내죠." 그녀는 봄의 첫 번째
수확물인 자작나무 수액을 기다리고 있다.
그 후에는 자작나무 봉오리와 잎, 민들레,
쐐기풀, 산미나리, 로완나무 열매,
분홍바늘꽃을 식용으로 채집할 예정이다.
파울리나는 선조들이 살았던 핀란드
북부 지역의 쿠사모에서 밤에 말을
타러 나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밤과
고요함으로 인해 감각이 고조되는
기분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말은
밤에도 원래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내
지각 능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결과적으로 사물도 더 또렷하게 보이고 소리도 더
예민하게 들렸고요. 이제 고요한 한밤중에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정말 크게 들려요."
그리고 집필진 역시 이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재규어 I-PACE는 태생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터의 캡슐화, 윈드스크린의 음향판, 바람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기역학 설계로 인해 실내에 탑승하면 이러한 조용함이 더욱
배가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량 내의 고요함은 감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I-PACE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문을 닫고 나면 부츠 밑창에
뽀드득 눈이 밟히는 소리, 먼 곳에서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는 소리, 소나무 꼭대기를 흔드는 바람 같은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요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고요함으로 인해
감각이 고조되었죠.
내 지각 능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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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ER PARTY
SEE YA, CERAMICS. GOODBYE, GLASS. SO LONG, STEEL... WOOD IS BACK, AND HOW.
이 유서 깊은 재료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영국 출신의 혁신적인 목공예사
세 명을 만나보았다.
STORY: Dan Ste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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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래필드(Tom Raffield)의
시그니처인
스팀 벤딩 우드는 가구와 조명, 심지어
집 전체에 걸쳐 부드러운 곡선형
구조를 만들어낸다.

"

PHOTOS: KIRSTIN PRISK, ALUN CALLENDER

영국에서는 목공이 예술로 여겨진 역사가 거의 없죠." 엘리너
라켈린(Eleanor Lakelin)은 런던에 있는 자신의 공방을
안내하며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친숙하면서도 매혹적이고
초현실적인 형태의 작품을 창조하는 나무 조각가로 성공한
그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산증인이다. 라켈린은 장작이
되기도 하고 미술품이 되기도 하는 재료인 나무, 그 중에서도
마로니에 옹이를 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제가 하는
작업은 비교적 새로운 시도에요. 그리고 요새는 목재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죠." 실제로 그녀의 작품을 주로 구매하는 바이어는
수집가, 갤러리, 미술관이다.
라켈린은 우리가 흔히 조각, 깎기, 성형, 주조 과정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 원료인 세라믹, 유리, 은이나 여타 재료만큼 목재를 중요한
재료로 간주하기 시작한 최근의 시류를 몸소 대변하는 작가이다.
동료 목공예사 세바스찬 콕스의 공방도 라켈린의 런던 공방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그의 주요 작업은 재목을 사용하여 섬세하고
우아한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산 견목, 전통적인 기법, 저마다
품종이 다른 재목의 각 특질을 살린 아름다움이 조합된 그의 작품은
여러 차례 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콕스의 작품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재료의 새로운 사용 방법을 찾으려는 열망 때문이다.
콕스는 울타리와 정원에 사용되던 재료인 밑동을 친 개암나무 즉,
지면 높이로 잘라낸 어린나무의 길고 곧은 가지로 가구와 오브젝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의 밑동을 치는 저림 작업(Coppicing)은 아주
오래된 삼림 관리 기술이지만 오늘날에는 그 결과물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콕스는 밑동을 자른 개암나무의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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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가지 재료에
몰두하는 걸 좋아해요.
다루기 힘든 재료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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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ALUN CALLENDER, GLENLIVET, PETR KREJCI

ART
Above: 엘리너 라켈린의
초현실적인 나무 조각.
Right: 세바스찬 콕스가
'버섯'으로 전등갓을
만들고 있는 모습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현대적인 작품 컬렉션을 만들어냈다. 흔히
완두콩 지지대용으로만 여기던 재료에 최고급 가구 디자인과 고품질
세공 기술을 곁들인 것이다.
콕스는 밑동을 자른 나무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색다른 재료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가구 장인의 공방이라기보다
생물용 저장 시설에 더 가까워 보이는 창문 없는 자그마한 작업실에서
콕스는 전등갓의 소재를 직접 키우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버섯이다.
"나무의 밑동을 친다는 건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땔감용으로나 적합한 수많은 폐목이 남게 되죠. 이런 나무를 가져다
홈을 파서 종균을 접종하면 종균이 나뭇조각을 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른 버섯을 주형에 채워 넣습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스웨이드 같은 질감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재료가 탄생했는데, 이는 나무와 직물로 탈바꿈한 작품을 보는 듯한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연출한다. 이 재료는 저렴하면서 가볍고
단단하다. 콕스는 이 재료가 폴리스티렌 포장재의 훌륭한 대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재료의 가능성과 활용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 콕스의 일반적인 작업 방식이며, 이 새로운 유형의
디자이너이자, 목수이자, 아티스트가 작업에 임하는 태도이다. 이
공방에서는 재료의 한계에 얽매이는 대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즐긴다.
라켈린이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마로니에로 만든 작품을 건네주면서부터였다. 그녀는 현재
이 재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나무는 저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죠.
같은 품종끼리도 말이예요." 라켈린은 나무를 잘랐을 때 나타나는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옹이의 모양에 매료되었다.
"저는 한 가지 재료에 몰두하는 걸 좋아해요. 설사 다루기 힘든
재료라도 말이죠. 이 재료는 쉽게 부서지고 작업하기도 까다로워요.
하지만 전 이 재료를 좋아합니다."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목공선반 위에서 나무의 껍질과 속살을 한
번에 1밀리미터씩 제거하여 밑에 있는 옹이가 드러날 때까지 벗겨
낸다. 이는 많은 공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작품의 완성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오로지 기술에 달려 있다.

그 점을 몸소 증명하듯, 래필드는 데번 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자재인 스팀
벤딩으로 구부린 물푸레나무를 사용했다. 결과는 매우 아름답고
성공적이었으며, 물결 모양의 외장재가 19세기에 지어진 석조
코티지의 외관을 유려하게 감싸는 형태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이와 같은 유연한 수공 방식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래필드는 미래를 위한 앤티크,
즉 몇 백년이 지나도 견고하게 보존되는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
래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되돌아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고객이 제품에 대한
유대감을 키워 나가면 우리는 물건을 수리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품질이
뛰어난 물건을 만드는 게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PHOTOS: ALUN CALLENDER, GLENLIVET, PETR KREJCI

그리고 디자이너이자 목수인 톰 래필드는 한 가지 기술로
자신의 스타일을 정의한다. 바로 스팀 벤딩이다. 나무의 밑동을 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팀 벤딩의 기원은 증기로 나무를 가열한 후
필요한 모양으로 구부려서 사용했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래필드가 만든 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곡선형 조명과 심플한
선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미드센추리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스팀 벤딩은 구식으로 여겨졌다.
래필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스팀 벤딩이 쇠퇴하게 된 건
집성목의 등장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집성목은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접착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다가 폐기물도 엄청 나오죠. 스팀 벤딩은 21세기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겁니다."
"스팀 벤딩은 제가 접해본 것 중 가장 중독성 있는 작업이예요.
그리고 한계가 없죠. 스팀 벤딩으로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이
기법은 도면을 목재로 옮긴 다음, 자연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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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Rodrigo Carmuega
CONCEPT & STYLING: Rose Forde

패션은 유행이 있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1978 재규어 XJ의 우아한 라인과 품격 있는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선정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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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페이지: 드레스: Mo & Co Editions 재킷: Joseph 백: ATP Atelier
부츠: Dorateymur 이어링: Aurum. 왼쪽: 이어링과 브레이슬릿: Alighi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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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ING
A LEGACY
헨리 무어 스튜디오 & 가든
(Henry Moore Studios &
Gardens)은 영국이 낳은 가장
저명한 예술가 중 한 사람의
작품을 기리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그의 사유지는 이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조각 정원이
되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곳에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청동
조각이 다수 전시되어 있으며
스튜디오도 보존되어 있으므로,
방문객들은 이 현대 미술계의
거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엿볼 수 있다. 2019
년에 열리는 관람회는 40년에 걸친
무어의 드로잉을 공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이다. 이 조각가의
뛰어난 데생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작품인
2차대전 방공호 소묘를 비롯하여,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을
소개한다. henry-moore.org

로베르타스가 착용한 코트는 NN07의
Harris Wharf 점퍼(mrporter.com),
바지는 Lordini(mrporter.com),
슈즈는 Canali 제품. 탈리아가
착용한 드레스는 Paul Smith, 백은
Dorateymur, 부츠는 Joseph,
브레이슬릿은 Kloto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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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스카프: Begg and Co 코트: Mr P(mrpo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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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탈리아가 착용한 귀걸이는 Aurum, 브레이슬릿은 Alighieri, 롤넥 니트는 Connolly,
점퍼는 Vince, 스커트는 Johnstons of Elgin 제품. 로베르타스가 착용한 니트는 Dunhill,
바지는 NN07(mrporter.com), 재킷은 Richard James, 신발은 Giorgio Armani 제품.
위: 이어링: Alighieri 트렌치 코트: Marc Cain 바지: Vince.

모델 Talia Mathers, Robertas Aukstuolis - Select Model Management 소속
프로듀서 Nene Granville - Industry Menu 소속스타일링 어시스턴트 Meg Edmund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Nadia Altinbas 특별 협조 The Henry Moo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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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MAN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파인 다이닝의 정상을
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중국 유일의 별
3개 미슐랭 레스토랑인 울트라바이올렛의
창업자를 만나보자.

STORY: Andrea Lo
PHOTOGRAPHY: Shawn 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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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에 가시나요?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한 셰프이자 상하이에 있는 레스토랑
울트라바이올렛(ULTRAVIOLET)의 창업자인 폴
파이레(Paul Pairet)는 이 질문에 “가야죠.”라고
답한다. 파이레의 울트라바이올렛은 2019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중국 본토 유일의 별 3개 레스토랑이다. 파이레는
패스트 푸드 체인점 사례를 인용하여 이 레스토랑의 중심 개념인
'사이코 테이스트(psycho-taste)'를 설명한다.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미 후미(after-taste)가 형성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파이레에 따르면,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면 주문도 하기 전에 이미 원하는 치즈버거의 기억이 머리 속에서
떠오른다고 한다. 그리고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동안 느끼는 맛과
마음 속에 있는 맛을 비교하죠."
파이레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며, 그의
레스토랑이 엄청난 히트를 친 이유라고 말한다. 울트라바이올렛은
2017년 미슐랭 상하이 가이드 초판에서는 별 2개를 받았으며,
그리고 올해 발행된 최신판에서는 영광스런 별 3개 지위에 오른
유일한 레스토랑으로 군림하고 있다.
울트라바이올렛은 2012년 다감각 다이닝 컨셉으로 오픈했다.
창문이 없고, 10인용 테이블을 갖춘 이 레스토랑은 프로젝션, 조명,
사운드 및 향기를 사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손님들에게 몰입형 식사
경험을 선사한다. 파이레는 오감을 모두 이용하여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이를 앞에 놓인 음식과 연결하도록 한다.
이 개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식탁에 차려 주신 음식을 즐기던
파이레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파이레는 젊은 쉐프 시절, 각
요리 마다 완벽한 서빙 여건을 재현하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했었고,
결국 자신의 레스토랑을 직접 개업했다. 울트라바이올렛의 컨셉은
그가 1996년부터 키워 온 꿈이었다.
"모든 음식이 최정상의 맛을 내는 요리가 가능하도록 레스토랑이
디자인되어 있죠.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요리하듯 해야 해요.
" 파이레가 말한다. 이 말은 손님의 수와 같은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 점이 일반적인 파인 다이닝과 울트라바이올렛의
차이점이다. 예약 없이는 아무도 올 수가 없기에, "완전히 원격
(completely remote)"이다. (이미 4개월 정도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다). 이 레스토랑은 "상하이 어딘가"의, 주차장 뒤 별 특징 없는
공간에 있으며, 예약한 손님은 먼저 파이레의 모던 프랑스 식당인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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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앤미시즈번드(Mr & Mrs Bund)로 온 후,
울트라바이올렛으로 안내된다. “저녁 시간의 교통 체증 같기도 하고,
스쿨 버스 같기도 하죠” 그가 말한다. "매우 부유한 손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 작은 버스를 타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서면 4가지 메뉴 중 어떤 것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그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된 20여 가지
코스의 저녁 식사를 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Very-sea sea-scallop’이란 요리는 바다 가리비, 성게, 폰즈
양념을 한 해초, 헤이즐넛 크루통에 라임과 바닷물로 만든 '스노우쉘'
이 토핑으로 얹어져 있다. 또는 중국 연회에서 자주 제공되는 귀한
조개류를 이용한 'Abalone Primitive'는 팬에서 구운 부추 가루를
뿌려 요리한 후에 로즈마리와 딜, 복숭아 나무로 둘러싸고
파스티스로 불을 붙이고 유자 퓌레와 함께 전복 껍질에 올려
서빙한다.
복잡한 음식이지만, 완벽히 조련된 공정이다. 지금은 파이레가
레스토랑에 항상 등장하진 않지만 수석 셰프 그레그 로빈슨(Greg
Robinson)이 이끄는 팀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직원과 고객의
비율은 2.5:1로, 업계 최고이다. 주방팀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요리를
하는 동안, 제어팀은 식당 안에 설치된 7대의 프로젝터, 22개의
스피커, 그리고 향기 확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몰입형
식사 경험을 구현한다. "저는 단조로운 요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파이레의 말이다.
‘Very-sea sea-scallop’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넘실대는
파도와 베토벤의 아다지오 칸타빌레, 그리고 가벼운 바다 냄새와
함께 서빙된다. 인기있는 요리 ‘Truffle Burnt Soup Bread’는
단순히 메우니에르 소스를 곁들인 토스트가 아니다. 클래식 팝
피아니스트 곤잘레스(Gonzales)가 연주하는 카니발스(Carnivalse)
에 맞추어 숲의 영상이 재현되는 동안 맛보는 요리다. 접시를 덮고
있는 연기가 가득한 유리 돔을 들어 올리면 시가 냄새가 풍겨 온다.
이 때에 재생되는 영상은 요리의 풍미를 보완해주고, 사냥 중에
담배를 피우는 송로 버섯 사냥꾼의 이야기를 떠올려주기도 한다.
매시에서 구운 립아이 요리인 'Wagyu Simple'은 에펠탑의
이미지와 함께 서빙해 파리 비스트로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파이레는 2000
년대 이후 상하이에서 살고 있다. 울트라바이올렛은 상하이에
본사가 있으며 고급 파인 다이닝 컨셉을 지향하는 식음료

"울트라바이올렛은 모든 요리가 최고의 맛을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폴 피아레와 수석 셰프 그레그
로빈슨이 울트라바이올렛의 창의적인
20코스 메뉴를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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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0명의 손님만이 몰입감
넘치는 다감각 파인 다이닝을
경험합니다.

CLIENT

그룹 Visual Orient Ltd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오픈 시기도
좋았지만 상하이의 국제적 성격은 레스토랑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 본토 최초로 상하이에서 발행된 미슐랭 가이드와 중국의
경제 호황, 그리고 이에 따른 고급 레스토랑 번성과 맞물려
울트라바이올렛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프랜치 레스토랑이지만 프랑스풍이 짙지 않은"
울트라바이올렛이 이미 전통 요리가 유명한 중국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파이레는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국제적인
음식 리뷰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차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요리는 웍의 모양으로 결정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요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 건 중국요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레스토랑이 세계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홍콩 및 마카오 미슐랭 가이드 제 11
판을 보면 이 두 곳에서 별 3개를 획득한 10개의 레스토랑 중 5개가
중국 요리를 전문으로 한다. 작년 중국의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디안핑(Meituan-Dianping)은 블랙 펄 레스토랑 가이드를
발행했다. 미슐랭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버전으로도 불리는 블랙 펄은
레스토랑을 심사하여 '다이아몬드'를 수여한다. 가이드의 2019년판에
실린 중국 전역의 다이아몬드 등급 레스토랑 232개 중 20개가
다이아몬드 3개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울트라바이올렛도 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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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레의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는 북경 코카콜라 오리이다.
요리를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파이레는 자신의 레스토랑의 성공이 중국 손님의 호기심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요리와 스토리는 중국 손님보다 서양
손님에게 더 어필한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는 현지의 맛에서
영감을 얻은 요리,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대중적 요소를 융합한
전통 요리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는 '북경 코카콜라 오리'이다. "가장 상징적인 중국 요리"인
베이징 덕을 이용한 이 요리는, 오리에 청량 음료의 풍미를 가미하여
바삭바삭하게 구워냈다. 그는 이 요리를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각 요리마다 수 많은 컨셉과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파이레의
요리는 어느 한 가지 논리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다중적이다. "최고의
것들을 모아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파이레는 설명한다. "내 요리의 본질은 기억을 접시
위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이코 테이스트(psycho-taste)’
라는 개념에 대해 파이레는 단순하고
소박해야 하며, 복잡하거나 틀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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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개인 주문형
‘도어 투 도어’ 항공 여행의 시대가
도래했다.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항공 여행.
STORY: Dan Ste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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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년 헨리 포(Henry Ford)는 재૬어 F-Pace보다 작은
소형 1인승 항공기를 제작했는데, 이 항공기는 하늘의 Model T
가  계획이었다. ૯러나 플라이버(Flivver)는 시제품 단계에서
끝이 났고, 소형으로 비행이 쉽고 작은 공간에 착륙할 수 있는
개인 항공의 꿈은 달성하 못한 채, 언제가 전해야 할 대상으로
남겨졌었다
거의 한 세기가 난 금, 이 꿈은 신세대 수 이착륙(VTOL)
항공기로 재탄생했다 이 항공기는 혼잡한 공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여행의 식을 정으로 꿀 전망이다
정기 항공편으로 3f5명을 수용하거나, 콜택시처럼 운행 이
항공기는 비행에 소요 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며, 사무 과 
역으로 로 이 할 수 있다. JFK 공항에서 맨해까의
이 시간을 5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VTOL 항공기는 보잉 
벨과 같은 거대 항공우 회사에게 자를 하고, 우버에게 참여를
설 할 만큼 상업적 잠재력이 상당하다. ૯러나 이 새로운 산업의
정한 기업정신은 벤처기업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릴리엄(Lilium)이 ૯  하나이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였고
(마막 자금 조달 의에서 9천만 파운를 조달), 비행에 성공한
릴리엄은 업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릴리엄의 제기는
경사 날개에 36개의 전기 제 엔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륙
시에는 날개가 아래를 향하고 비행 시에는 기존의 수평 열 형태를
취한다. 이 제기는 날개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일단 이륙한 후에는
양력을 유하기 위해 추력을 필요로 하 않는다. ૯리고 이
효율성 덕분에 비행 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가장 요한 것은 상용 항공편에 적합한 거리를 제공하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벨은 하이브리 파워레인을 개 이만,
릴리엄이 하는 것은 전기라고 릴리엄의 대변인 올리버 워커
존슨(Oliver Walker Jones)은 말한다.
"우리는 터리 기술을 연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확신합니다."
"터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기 자 차와 마찬가로

Left: 하늘의 우버를 맞이할
비가 셨습니까? Below:
릴리엄의 창립팀과 시제품
항공기. Previous page:
릴리엄 항공기의 옥상 포에
대한 예술가의 상상

량입니다. 우리는 전력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존슨은 말한다.
릴리엄은 최초의 상용 항공편 개 시한을 2025년으로 정했다.
사람은 벨 ૬모(사업 경력 84년, 원 9,000명)의 항공 우
회사가 아 이루 못한 일을 릴리엄(사업 경력 4년, 원 200명)
이 어떻게 6년 만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다. 로 이
૬모가 해답이라고 존슨은 말한다. "우리는 빠르게 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역 성이 있습니다."

IMAGES COURTESY: LILIUM; VERTICAL AEROSPACE

VERSION

TECHNOLOGY

54

THE JAGUAR

BLACK YELLOW MAGENTA CYAN

XXXXXXXXXX

이러한 이 로 풀사이 eVTOL 항공기를 건조하고
테스한 영 유일의 회사인 버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와 릴리엄이 공유하는 것이다. 35명의 원을 보유한
버컬 에어로스페이스는 릴리엄보다 ૬모가 훨씬 더 작만,
본 회사에 재 인 베리 리차슨(Verity Richardson)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대기업보다 첩하게 움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업무 처리 식이 다소 느립니다."
물론 더 전적인 기술을 하는 회사 있다.
의 벤처기업 랜센 에어로
(Transcend Aero)의 Vy400 항공기는
기존의 터보프롭을 사용한다. 랜센
에어로의 ૯레૯ 브뤼엘(Greg Bruell)
은 2023년에 경쟁사보다 항공기를 먼저
출시하여 신뢰성, 거리 향상, 최고 속
405mph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처음에 릴리엄과 버컬은
항공기가 단거리 여행을 위해
택시처럼 사용 는 시대를 예상했으며,
화물 운송의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랜센는 맨하탄에서 보스턴까 36분 소요, 요금 283달러
(헬리콥터로는 90분 소요, 약 4,500달러의 비용이 소요)로 정기
항공편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브뤼엘은 혼잡한 공항에 대한 압 을 덜어 고, 사무 간
이 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
공항에서는 수용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합니다 - 어

활 로 서행 운전 여행 시간을 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ૐ축해야 할 착륙 포에 관해서는 기존 헬리콥터 이착륙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새로운 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객을 항공기에서 목적에 로 내려 수 있으며,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조용한 장점은 전기 VTOL 항공기의
핵이다.
૯러나 시에 VTOL 포가 많아다면 안전과 소음의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인프라  운송
전문회사 에이럽(Arup)의 항공 부문
리더인 리차 매(Richard Matthews)
는 전기 ૐ 로터 소음을 생시키며
(론에서 생 는 소음을 참조),
VTOL 항공기는 이륙할 때 공기를 많이
어내기 때문에 소음을 생시킨다고
적한다. ૯러나 시 영공 안전 제와
관련해서는 장점이 있다. 매는 "모터와
로터가 다수 장착 어 있어 헬리콥터보다
더 안전합니다. ૯렇기 때문에 ૬제가
완화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는 역에서 비행이 가능해, 훨씬 더 넓은
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뜻이다.
૯러나 이 항공기는 더 강력한 터리와 인프라 개이 필요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만 헨리 포가 플라이버를 해
품었던 꿈 이래로, 정한 개인 항공 여행을 위한 한 을 내딛은
것은 분명하다.

IMAGES COURTESY: LILIUM; VERTICAL AEROSPACE

"오늘날 공항은 수용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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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컬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는 '개인 문형, 무탄소'
항공 여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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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 Van Herpen, 1

SCIENCE
OF
THE
TIMES
레이디 가가에서부터 솔란지 노울스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방가르드

드레서 팬층을 보유한 네덜란드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은 시간과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패션으로 업계에서 '수석 과학자'라 불린다.

STORY: Kenya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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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은 어린 소녀 시절 그녀의 할머니 옷이 가득
차 있던 다락방을 구경하며 패션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다. 다락방엔 그녀의 눈을 유독 사로잡는
옷이 한 벌 있었다. "1700년대 풍의 수제 레이스와 벨벳이었어요.
저는 그 옷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다락방에 있을 때면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죠. 거기서 저는 다양한 시대에 제작된 드레스의
실루엣을 탐험했어요." 헤르펜은 말한다.
패션을 선도하는 미래학자로 불리는 그녀의 창의성이 정작
과거의 패션 에서 태동했다는 사실은 꽤 아이러니하다. 의류 분야
3D 인쇄의 선구자인 헤르펜는 비현실적인 꾸뛰르 작품으로
유명하다. 헤르펜은 "할머니의 컬렉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시간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죠.”라고 말한다.
손바느질과 자수와 같은 오래된 테크닉과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그녀의 작품 중심에는 이러한 시간 컨셉이 반영되어 있다.
"과거의 작품을 탐구하면서 혁신에 대한 애정을 키웠죠.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제가 만약
과거의 수공예를 몰랐다면 지금과 같은
옷을 만들 수 없었을 거에요. 이와 동시에,
새로운 구현 방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는 작업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끼죠." 헤르펜은 말한다.
그녀의 철학은 꾸뛰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2012년
헤르펜은 오뜨 꾸튀르 의상조합
(Chambre Syndicale de Haute
Couture)에 가입한 최연소 디자이너
중 하나가 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가수 겸 배우 비요크
(Bjork), 레이디 가가(Lady Gaga),
솔란지 노울스(Solange Knowles), 틸다 스윈튼(Tilda Swinton),
다프네 기네스(Daphne Guinness) 등이 그녀의 열렬한 팬이며, 이
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다소 닮은 점이 많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헤르펜의 가운은 단순히 과시용 장식품 같은 의상이 아니다.
2019년 봄에는 수작업 실크 플리세로 제작해 자유롭게 요동치는
듯한 볼륨감 있는 드레스를 선보였고, 2017년 봄에는 직접 손으로
조형하고 그린 투명 폴리우레탄을 이용해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외골격 형태의 칵테일 드레스를 발표했다. 헤르펜의 의상은 표현된
모든 테크닉에서 사람의 터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바느질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직접 옷을 만드셨어요. 저는 14살부터 시작했고요.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땐, 손으로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하도록 배웠고
재봉틀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수작업의 매력에 푹 빠졌지만,
새로운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헤르펜은 말한다

그녀는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3D 프린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첫 번째 작품을 만드는 데 7개월이 걸렸다.
"컴퓨터 화면이 2차원으로 보여요. 모형을 손으로 재단하는 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생소한 작업이었지요. 하지만 3D
프린팅의 놀라운 디테일 처리 능력을 확인한 후에는, 손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헤르팬은 그 때를 회상한다.
헤르펜의 방식이 진보적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3D 프린팅이
보다 지속 가능한 작업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3D 프린팅은 필요한 재료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맞춤형
의류의 제작으로 불필요한 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직물을
미터 단위로 펼치고 잘라내 재봉한 후, 남은 조각을 폐기하는
전통적인 의류 제작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 방식이다. 또한 3D
프린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반면, 면화 경작에는

지속 불가능한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의상 제작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3D 프린팅은 패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지요. 하지만 결국 변화가
필요한 건 거대한 패션 산업 전체입니다."
헤르펜은 근본적인 변화는 거대 기업이
아닌, 패션 산업의 밑바닥에서부터 만들어
진다고 믿는다. "새로 생긴 브랜드들은
유연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화의 물결이 강하게
몰아 쳤고, 패션 그룹은 규모가 점점
더 커졌어요. 다양한 비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패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패션을 창조하는 새로운 방식이 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브랜드가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르펜은 말한다.
헤르펜은 새로운 3D 프린팅 기술이 그녀에게 선사할 기회, 즉
시간 조작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녀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개발 중인 4D 프린팅 기술에 푹 빠져 있다고 말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복잡한 의류를 착용자의 특정 칫수에 맞추어 맞춤
제작할 수 있으며, 드레스의 스타일과 형태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4D 프린팅은 구조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태 변화
방식을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즉, 색상과 무늬를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및 변화 요인(열이나 물,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가능)마저 설계할 수 있는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제가
이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는, 저의 프로세스가 늘 변형, 움직임,
변화를 다루기 때문이지요.” 헤르펜은 말한다.
할머니의 수백년된 벨벳 재킷에 반했던 그 어린 소녀는 틀림없이
이 기술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제 프로세스는 항상
움직임, 변형, 변화에
관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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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반 헤르펜(above)은 의류 분야 3D 프린팅의
선구자이다. 그녀의 비범한 작품들은 꾸뛰르의 경계를 넓혔으며,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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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디바이스와 게임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서울은 디지털
세상에서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 미래 세계를 엿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여행을 떠나보자.
STORY: Jamie Lafferty PHOTOGRAPHY: Jun Michae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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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 앉은 아이들이 로봇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iPad처럼 생긴 이 디바이스 주위로 마치 열광적인
신도들처럼 구경꾼들이 모여 있다. 나는 지금 서울
서쪽, 부천의 로보파크(Robo PARK)에 와 있다.
다양한 로봇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 곳에 온 아이들의 관심은 한
가지 특정 로봇에 집중되어 있다. 로봇의 조종으로 마치 마술처럼
공이 금속관에서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자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들은 이 마술을 구경하기 좋은 로봇 아래쪽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지점에서는 공이 뒤에 있는 테이블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속임수야!" 아이쿠, 아이들이
알아채 버렸다. "마술 아니잖아!" 서울 같은 최첨단 도시에서도
아이들의 공상을 산산조각내는 건 멋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아이들의 눈에는 로봇이 놀랍게 보일테지만, 십대로
성장하면 감흥이 훨씬 줄어들지도 모른다. 요즘 전 세계 대도시
도처에서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만날 수 있지만, 서울만큼이나
테크놀로지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곳은 별로
없다. 이미 도시 전체에 걸쳐 획기적인 테크놀로지가 실용적인
기술에서부터 환상적인 것까지, 그리고 심오한 것에서부터 재미를
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현되어 있다.
서울 한복판에 새로 문을 연 롤파크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가 2019년 1월에 개장한 이 경기장은 2009년에 출시된 컴퓨터
기반 팀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게이머와 팬들을 위한
전용 경기장이다. 한국에서는 엘리트 게이머들이 인기있는 셀럽이
되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한가를 누린다.
일류 게이머들은 상금으로 한국 돈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을
모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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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파크는 절정의 게임 스킬과 팬덤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네온 사인으로 장식되어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500석 규모의 메인
아레나에서는 5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팀이 거대한 HD 스크린
아래 가상 전장에서 격전을 벌인다. 게임을 위해 특화되어 있는 이
경기장은 매우 인상적이다. 관중들은 챔피언을 칭송하는 노래를
합창한다. 즉시 재대결이 펼쳐진다. 경기장 내부에는 국내
해설자뿐만 아니라 북미 아나운서가 두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 경기를 상세히 중계한다. 전세계 시청자 수는
1억 2,700만명에 이른다.
어떻게 보든 간에 리얼 스포츠임이 틀림없다. 이 날
경기에서는 샌드박스(Sandbox) 팀 승리했고, 나는 소속 게이머
온플릭(OnFleek)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전장에서
실제 전투를 치른 듯한 모습이었다. 온플릭의 본명은 김장겸으로, 21
세의 키가 큰 청년이다. 그는 말하는 동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야 했다. 온플릭은 "프로로 전향한지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게임은 약 5년 전에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루에 8시간 정도 연습해요. 시즌 중에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경기를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합니다."라고
말한다.
e스포츠 스타인 온플릭 역시 다른 최정상의 스포츠 선수들과
동일한 멘탈의 소유자이다. 온플릭은 이미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수는 한국 K-Pop의 스타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겸손한 수준이다.
일부 인기 있는 KPop의 스타의 콘서트 티켓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홀로그램 콘서트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는 상암동에서 열린 KLive 콘서트에 가보기로
했다. 특유의 조밀한 분위기가 있는 서울의 도심과 확연히

- Seoul, 2
로봇은 서울의 젊은
세대의 생활 곳곳에
스며 들어 있다.
e스포츠경기장인 롤파크
(LoL PARK)의 관중
수는 다른 주요 일반
스포츠 경기와 맞먹는다.

"서울에서는 실용적인 것에서부터 환상적인 것까지, 심오한 것에서부터
재미를 위한 것까지, 모든 테크놀로지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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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VR 게임장은
서울 사람들에게 현실
탈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서울의 환경 그
자체도 초현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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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되는 상암동에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주 계획에 따라 입주한
한국 영상 자료원과 수많은 미디어 회사가 위치하고 있다.
콘서트장의 어두운 실내로 K-Pop 스타들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비주얼보다는 볼륨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 아직 스타워즈
스타일의 하이퍼 리얼리티에 미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서울은 미래
세계와 가까운 도시 같지만, KLive 콘서트를 통해 아직 발전의 여지
역시 남아있다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일에는 스타들이 홀로그램은 재생되는 콘서트 장은 텅 비지만,
서울에 있는 25,000여 개의 PC방은 비는 경우가 결코 없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게임방은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와 온라인 게임
팩들이 꽉 들어 차 있다. 온플릭과 같은 게이머들이 빅 리그를 향한
도전을 위해 기량을 쌓기에 딱 맞는 훈련소 같다. 서울 도심의 거리를
걸으며 주변에 얼마나 많은 PC방이 있는지 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대로변에 있는 PC방도 있지만, 현재는 고층 건물의
한 켠이나 사무실 사이, 또는 식당과 술집의 지하에 있는 PC방이
더 많다.
홍대의 지하 PC방인 브리즈(Vriz)에는 손님들이 오롯이 게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앉아 식사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브리즈의 사장 김영훈 씨는 PC방
내에 흡연실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김영훈 씨는
때때로 부모님들이 급습해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끌어 내는 웃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 곳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PC
방에 오는 퇴근 시간 직후이다.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요인 중 하나는 엄청난 인터넷
개방형 대역폭이다. 한국의 인터넷 연결 속도는 세상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 로그인 없이 광속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4G 신호는 서울의 미로 같은 지하철에서도 강도를
유지한다. 도시 전역의 광고에서는 이제 5G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린다.
도심 남쪽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의 어디쯤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놀랍게도 이
뮤지엄은 자체 생산 기기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초창기 삼성의 전기
실험에서부터 통신, 텔레비전, 항공, 우주 탐사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 추세를 전시해 놓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의 초기 전화기에서부터 애플이
최초로 만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기술혁신 시대를
대표하는 제품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삼성의 제품도 물론 멋지게
전시해 놓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전체론적으로 보인다.
이 뮤지엄에서는 가상 현실(VR) 또한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가상 현실이 도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는 VR 전용 게임 파크가 매우 많다. 전통적으로 생긴

아케이드의 모퉁이에도, 미래 향적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에서도
VR 게임장을 찾아볼 수 있다. VR은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실제와 구별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홍대에 있는 VR 게임장 히트 VR(Hit VR)의 직원인 알렌은
손님들이 가상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상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휴식시간이
되면 알렌 또한 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한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비트 세이버로, 음표를 나타내는 거대한 블록이 돌진해 오면
성공적으로 슬래시해야 하는 사이키델릭한 게임이다. 음악에 맞추어
블록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컨트롤러를 이용해 정확히 깨야
한다. 긴장과 흥분을 일으키는 와일드한 게임이다. 육체적으로도
쉽지가 않다. 나는 알렌이 최고 난이도 레벨에서 테크노사운드에
맞춰 몸을 요리조리 좌우로 움직이고 컨트롤러로 블록을 후려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VR을 처음 사용하면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26살의
청년 알렌은 가상 현실을 이미 마스터한 것 처럼 보인다.
Alan은 "매일 이 게임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정말 좋은 운동이예요.
리듬을 찾으면 레벨을 점점 더 높일 수
있어요. 가상 현실에서 게임을 하며 진짜
성취감을 느끼죠."라고 말한다.
알렌은 VR 바이저를 쓰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현재 VR은
그냥 오락용으로 존재할 뿐이다. 히트
VR에는 가상의 롤러코스터와 우주선,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상에서
20층 높이에 설치된 강철 바 위를 걷는 가상 게임도 있다. 나는 VR
게임을 직접 시도해 보았다. 나의 이성은 실제가 아니라고 나를
설득했지만, 포유류의 내 몸은 검을 잔뜩 먹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도시 북서쪽에 있는 들판에서는 다른 종류의
인지적 혼란을 체험했다. 드론 조종사인 김민찬 군은 헤드셋을 쓰고
있지만, 여느 VR 사용자와는 달리 실제 레이스를 지켜보고 있다.
드론 분야에서 전도 유망한 김 군은 지난 11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드론 기술을 연마했고,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저의 기량은 지난 3년 동안 최고였어요." 김 군이 말한다. 김
군이 보유한 15대 드론 중 몇 대가 비행을 위해 땅 위에 대기하고
있었다. 비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김
군이 자주 드론 비행을 연습하는 코스이다. 그가 사용하는 레이싱
드론은 사진 촬영에 사용되는 느린 드론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용 드론처럼 복잡하지도 않다.
레이싱 드론은 몸집이 큰, 성난 벌새 같았다. 김 군이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쓰자 이내 작은 드론 하나가 이륙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재빨리 하늘로 사라졌다. 육안으로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드론 조종사는 육안으로 보지 않는다. 착용하고 있는

"어두운 콘서트장
무대에 K-POP 스타의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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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김민찬 군은 드론
경주 헤드셋을 통해
세상을 본다. Right:
K-Pop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 실제 스타가
아니라 스타의
홀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콘서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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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드론이 김민찬 군의 미래에,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금 서울을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도시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스타 트렉보다 블레이드 러너 속 도시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첨단 도시라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시끄럽고 공기가 나쁜 곳도 있다. 음식 냄새와 환기구에서 풍기는
냄새가 뒤섞여 있고, 구식 엔진을 달고 있는 자동차가 여전히 인기가
있다.
동시에 최신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온
사업가가 화상회의를 하고, 점심 상에
오를 살아 있는 문어로 가득찬 물탱크
옆을 전동 스쿠터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서울은 분명 초현대적인 경이로움이
가득한 도시이다. 하지만 반갑게도,
여전히 인간적인 도시이다.

"최고 수준의 드론
조종사, 김민찬 군은
이제 겨우 15세이다."

PHOTOGRAPHY: SUNGYUL KI

CLIENT

바이저를 통해 드론의 코스를 살핀다. 김 군이 녹화한 영상 일부는
YouTube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조망한, 놀라운
세계가 담겨져 있다.
"제 다음 목표는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예요. 5G
덕분에 더 나은 연결성과 HD급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시연을
마친 김 군이 말했다.
그가 보유한 뛰어난 테크닉에도 불구하고, 김 군은 일부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다.
김 군은 이제 겨우 15세이기 때문이다.
그는 드론을 45mph의 속도로 조종하여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일이 학교
과제보다 쉽다고 고백한다.
"연습은 주말에만 하지만 하루에
7시간씩 해요. 드론 말고는 다른 게임은
안 해요.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드론을
연습해요." 김 군이 말한다. 그가 계속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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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4
PHOTOGRAPHY: SUNGYUL KI

SEOUL MATES
눈부신 도시의 조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잠시 주목하길
바란다. 서울에서 차를 몰고 몇 시간만 이동하면 산, 해변,
사찰, 그리고 민속 마을과 같은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레커들에게 인기있는 북한산에서는 산
아래로 펼쳐져 있는 서울의 모습과 함께 북한산 공원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해안 도시 부산은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한 유서 깊은 사찰, 넓은 백사장,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장 등이 있어 여행객으로 늘
북적이는 도시이다. 과거에 채석장이었던 포천 아트
밸리는 우뚝 솟은 바위 면에 지역 예술가들의 야외

미술품과 벽화를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맛의 고장'을 방문하길
권한다. 전주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맛의 고장이자
숨겨진 보석과 같은 도시이다. 또는 그림 같은
바닷가에 현지 해산물 요리 레스토랑이 즐비한
속초 를 방문할 수도 있다. 반면 용인에 있는 민속촌은
한국인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매년 머드
축제를 개최하며,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하이킹, 캠핑, 수상 스포츠, 기발한 테마 호텔(심지어

거대한 소주병 호텔도 있다.)을 원하면 춘천을
방문해야 한다. 파주는 최북단 도시이며, 이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국경인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인
비무장지대(DMZ)가 있다. 이제 차에 올라타 이
매혹적인 나라를 탐험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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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재규어 XJ220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였다. 재규어 XJ220은
지금도 최고로 인정받는다. 최초로 이 자동차를 테스트했던 자동차 전문
기자가 XJ220와 다시 만난 스토리.

STORY: Andrew Frankel
PHOTOGRAPHY: John Wyche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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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며 4배나 더 많은 주문 예약을
받았다. 그러나 재규어가 본격적으로 XJ220를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즈음에는 세계 경제가 침체로 돌아섰다. 계약금을 지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XJ220의 엔진이 3.5리터 V6이고 후륜
구동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작이 완료된 것은
277대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XJ220가 매우 희귀한 자동차로
대접받는 이유다.
재규어 클래식 웍스(Jaguar Classic Works) 센터 매니저이자,
XJ220을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폴 헤가르티(Paul Hegarty)는 이렇게 말한다. “이
멋진 차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현재 좋은 차는
가격이 6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 차의 이점, 희소성, 경쟁 차종의
가격 등을 감안할 때, XJ220 가격은 더 높아야 합니다.”
XJ220의 당시 홍보 문구는 이러했다. 도로 주행용 차량 중에
가장 이국적인 외관과 가장 뛰어난 성능의 자동차. 완전히 새로
창조된, 제트 전투기의 알루미늄 벌집 구조를 이용해 맞춤 제작한
자동차. 세계 최고의 모터 레이스인 르망 24시(Le Mans 24 Hours)
에서 7회 우승한 재규어가 제작한 자동차... 인기가 사그라들기 전,
데이비드 쿠타르드(David Coulthard)는 XJ220으로 레이싱
대회에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나는 XJ220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차장에서
우연히 XJ220를 마주칠 때면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참을

본 기사는 폐쇄형 트랙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주행한 경험을 담은 스토리로, 일반 운전자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CLIENT

그

게 벌써 25년 전이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시 출시된 재규어 XJ220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였다. 데이터에
기반해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느라 나는
이틀을 트랙에서 보냈다. 마치 6개월쯤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은
이쯤에서 접어 두자. 1993년 당시 XJ220
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아니었다. 출발 후 1마일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른 자동차였다. 그때 포르쉐의 959와 페라리 F40과
같은 라이벌들의 속도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페라리의 경우는 간신히 200mph의 벽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재규어 XJ220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를 손쉽게 돌파해
버린 것이다. 기네스북에는 최고 속도 217mph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엔 '하이퍼카'로 불리는 자동차들이 많다. 하지만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자동차는 재규어 XJ220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XJ220은 1988년 영국 국제 모터쇼(British International
Motor Show)에서 대용량 6.2리터 V12 모터와 4륜 구동을 장착한
컨셉카의 형태로 등장했고, 그 후 나는 5년을 기다려서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XJ220은 350대만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본 기사는 폐쇄형 트랙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주행한 경험을 담은 스토리로, 일반 운전자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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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J220, 2
CLASSI CS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자동차 전문 기자 앤드류
프랭클(Andrew Frankel)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전에 강렬한 하이퍼카 재규어 XJ220의 컴팩트하고
아날로그한 운전석에서 아늑함을 먼저 느낀다.

“재규어 XJ220는 그
시대의 자동차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각도에서 이 멋진 자동차를 감상하고 또 감상한다.
그러나 트렁크 용량이 적고 도어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 그다지
실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전자의 키가 180
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도 내부는 아늑하게 느껴진다. XJ220는
그 시대의 자동차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트윈 터보 엔진은 마치 사나운 맹수의 포효처럼 맹렬히
점화된다. 25년 전 내 기억속에 있는 바로 그 소리다. 누군가는
V12의 좀 더 조화로운 사운드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XJ220
은 레이싱 자동차이고,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작동한다. 클러치, 기어, 핸들 모두 강한
물리력이 필요하다. 레이서의 테크닉을 아는 드라이버라면 XJ220의
성능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ABS와 트랙션 컨트롤 기능,
그리고 유사한 안전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저항하는 듯한 사나운 기계와 그 속에서
인간이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날에도 레이싱 트랙을 달리는 XJ220의 가속 성능은
계기판의 바늘을 레이서의 눈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내가
XJ220을 타고140mph의 속도로 달리는 건 특별한 일이 못 된다.
재규어가 4반세기 전 만들어낸 60만 달러 상당의 하이퍼카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XJ220에 장착된 신제품 광폭
타이어 피렐리(Pirelli)가 얼마나 빠르게 곡선 주로를 코너링하는지
느껴본다. 시동을 끈 후에도 들려오는 사나운 소리에 놀랄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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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XJ220, 3
CLASSI CS
재규어 클래식 웍스(Jaguar Classic
Works) 센터는 XJ220를 본 모습을
유지하고 확산 보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Centre: 폴 헤가르티는
XJ220는 희소 가치가 있고, 아직도
가격이 상승 중인 클래식 카라고
생각한다. Below: 크리스 마덴은 1990
년대 중반부터 XJ220 서비스에
종사했다.

없다. 그 소리는 흥분한 당신의 심장과 호흡이 내는 소리니까. 이내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헤가르티는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XJ220의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규어는 자동차를 사고 파는 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와 같은 간단한 서비스에서부터, 오랫동안 주행을
하지 않은 자동차를 재정비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해야 할 대상은 많이 있다. 몇 년간 오리지널 브리지스톤
(Bridgestone) 타이어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년 동안
재규어 클래식 웍스 센터에서 XJ220을 수리한 크리스 마덴
(Chris Madden)은 "타이어만 보고 이 차를 구입한 고객이
있습니다.” 라며, "이제 피렐리가 XJ220을 위한 맞춤형 신제품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XJ220 오너들에게 분명 희소식입니다.”
라고 덧붙인다.
이 차는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지 않지만, 오너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가르티와 마덴은 유지 보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차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차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XJ220의 연간 서비스 비용은 약 2,500 달러이며, 클러치 및 캠벨트
교체와 엔진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로 2년마다 약 2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연료 탱크도 6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후면 벌크헤드에 구멍을
뚫어 유지 보수를 하는 패리셔블 백(perishale bag)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덴은 "마치 수의사가 된 느낌이지요.”라고
중얼거렸다. 타이어를 포함해 다른 부품들도 약 3만 달러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헤가르티가 말했듯 XJ220의 부가가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나는 한때 나에게 위대한 존재였던 자동차와 재회했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자동차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매혹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저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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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폐쇄형 트랙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주행한 경험을 담은 스토리로, 일반 운전자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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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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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폐쇄형 트랙에서 프로 드라이버가 주행한 경험을 담은 스토리로, 일반 운전자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PHOTOGRAPHY: LKJDÄLKJDF KJLÄKJ ÖÄÖK ; DFÄÖLKJÄLKDJ ÖÄDFÖÄ (2)

셀

리아 마틴(Célia Martin)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저는 보르도(Bordaux)에
자신의 커리어가 평범하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살았는데, 집 근처에 레이스트랙이 있었어요. 정말 자주 갔어요. 제
그녀는 "저는 다른 레이서들보다 어리고 경험이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레이스 팀이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봐주기도
부족하죠. 정식 레이싱 배경도 없구요."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때 마틴은 자산 관리 일에서 얻은 수입으로 그녀는 자신의
"하지만 저에겐 나만의 방식을 있어요. 그리고 재규어가 이 점을
레이스 팀을 결성하기로 결심했다. "레이싱을 하려고 닥치는 대로
공감해 주었어요."
일을 했어요. 레이서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바로 내가
마틴는 현재 27세로 처음 개최된 재규어 I-PACE 이트로피
원하는 거야라고 확실히 깨달았죠."
챔피언십(Jaguar I-PACE eTROPHY Championship)에서
20대 초반, 마틴은 뉘르부르크링의 악명 높은 서킷
Viessman Team Germany의 레이서로 첫 풀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노르트슐라이페(Nordschleife)에 푹 빠졌다. 주말이면 독일로 넘어가
글로벌 챔피언십에는 재규어 I-PACE 경주용 전기 자동차가 최대 20
13 마일에 달하는 이 서킷을 끊임없이 질주하곤 했다. "랠리 트랙과
대 참가하여 경쟁을 펼친다. 이 자동차들은 사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레이스 서킷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코스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느꼈죠."
드라이빙 테크닉과 팀 전술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재규어가 마틴과
노르트슐라이페 서킷은 레이싱 대회가 자주 개최되고, 자동차
같은 신인을 발탁하는 것은 다소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만, 재규어가
업체 사이에서 인기 있는 테스트 장소이기도 하다. 마틴에게는 그녀의
셀리아의 잠재력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느껴졌다. "그래서 저는 2017년
선택이었다.
프랑스를 떠나 독일로 이주했어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였죠. 직업도
그녀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 테스트
없고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센터에서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XE SV
걸 알았어요. 저와 배경이 비슷한 레이서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프로젝트 8에서는 재규어 Race Taxi에 승객을 태우고 150mph의
그녀는 필요한 레이싱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뉘르부르크링의
속도로 서킷을 질주하기도 했다.
VLN 인듀런스 챔피언십(VLN Endurance Championship)에서
마틴은 그녀가 태어난 프랑스에서 자산 관리 분야에 몸담았다.
드라이빙을 시작해 이내 재규어의 주목을 받았다. "재규어가
"저는 다른 레이서들처럼 어린 나이에 일찍 레이싱을 시작해 체계적인
드라이버 몇 명을 초대해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제 경험 부족이
레이싱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집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레이서와 경쟁하지 않았죠.
처음 운전을 해본 자동차는 아빠가 오프로드 트라이얼 레이싱에서
연습한 대로만 했고 트랙에 맞서 달렸어요."
몰았던 구식 윌리즈(Willys) 였어요."라고 말한다.
첫 해의 대부분을 재규어에서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한 마틴은
속도가 주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아니였지만, 마틴은 핸들을
이제 레이싱 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발전을 향한 그녀의
잡고 있는 순간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나만의 은신처 같았어요.
열정은 흔들림이 없다.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편안했지요. 저는 자동차도 감성이 있다는 걸
"정신적으로나
깨달았어요. 그 이후 기술적인
육체적으로나 정말 열심히
부분을 재빨리 공부하고, 무엇을
해야 해요. 건강과 지구력은
언제 왜 해야되는지 습득했죠."
매우 중요하죠. 조정력과 반응
어린 시절 마틴의
시간을 훈련해야 해요."라고
우선순위는 학업이었다.
마틴은 말한다. "저는 약간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법률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요. 물론
공부했는데, 자산 관리 분야에서
이기고 싶지만, 저의 목표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기
배우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위해서였으며 동시에 레이싱에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어야
생각해요. 발전하면 결과는
했기 때문이다.
재규어 레이싱 드라이버 셀리아 마틴
자연히 따라오지요."
공부를 하면서도 레이싱에

ACE OF
PACE
(Célia Martin)은 전기 eTROPHY에서 V8
퍼포먼스까지 한계를 넓히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레이싱 트랙까지, 그녀의 여정을
STORY: Geoff Poulton
PHOTOGRAPHY: Gene G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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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월 카(World Car of the Year)
는 자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명예이다.
우승 차량은 24 개에서 선 86
명의 사관의 종합 평가에서 36개
이상의 엘리 경쟁 차량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재૬어 I-PACE가 2019
년 올해의 월 카 타이을 차한
것은 업적 ૯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I-PACE는 올해의
월 카 디자인과 올해의 월 ૯린 카
타이 획했는데, 한 해에 이 세 가
유형에서 우승을 차한 것은 재૬어
I-PACE가 유일무이하다. 이와 더불어
올해의 인터네셔널 파워레인 어워
(International Powertrain of the Year
Award)를 포함해 유럽, 영, 일, 
등에서 수많은 역  가에서 자차
어워 를 수상하였다. 재૬어 최초의
터리 전기 자차(BEV)인 I-PACE는
2018년에 출시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리엄 SUV는 이 12,000대 이상
판매었으며, 재૬어의 한 스타일과
함께 스포츠카 성능, 기가스 출 제로,
뛰어난 세련, 정한 SUV 용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고 가장
수요가 많은 BEV
하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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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수차량 전문가 팀이 재૬어의
베스셀러 SUV를 접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F-PACE
SVR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550PS와 680Nm의 맹렬한 5.0
리터 V8 수퍼차저 가솔린 엔으로 ૐ는 SVR은 단 4.1초
만에 60mph, 최고 속로는 176mph에 달한다. F-PACE
SVR의 창적인 프론  리어 범퍼, 하체 측면  리어
플립 스포일러가 적용 수 공기역학 패키는 냉각 
고속 안정성을 원한다. 향상 댐퍼와 브레이크, 후
전자식 능 차장치를 한 견인력  역학의 최적화,
향상 핸링  견인력을 위한 차 폭의 경량 단조 21
인치 휠, 전자 적 보조장치의 열을 위한 맞춤형 ો정
등은 F-PACE SVR의 자랑이다. 가변 브 능 기는
자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SVR의 슬림한 스포츠 시
벤  포인에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풍부한
사운 랙을 제공한다. jaguar.co.kr 에서 전체 사양
 옵션을 확인하고 당신에게 맞는 기능을 ૐ성해 보시길.

본 기사의 제원은 내 출시 차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 소개 차량 정보는 제 내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PRO OP

최고급 성능의 SUV에서부터 놀랍록 세련 소형 살롱에 이르기까,
볼거리가 넘치는 재૬어의 쇼룸...

본 기사에 소개 차량 정보는 제 내판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Bob News
SEDA N S

XE가 자차의 새로운 기을
제시하다
재૬어의 소형 살롱은 경량 알루늄 ૐ조가 적 성능을
ૐ현한 덕분에 2015년 출시 이후 각적인 호평을 았다.
이제 새 XE는 ઼범위한 업૯레이를 해 향상 외장
디자인, 화려한 내, 어스 테크놀로로 자차의
새로운 기을 제시한다*.
가장 최신 세대 XE는 새롭게 디자인 강렬한 프론
 리어 범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디테일과 프리엄
소재로 제작 내를 자랑한다.
또한 맞춤 설정이 가능한 관적 응형 Touch Pro
Duo 인포테인먼 시스템과 12.3인치 대화식 라이버
디스플레이*, ૯리고 인공 능을 사용하여 개별 운전자의
선호 를 파악해 시, 러, 오디오  기후를 자 설정하는
스마 설정 기능이 내장 어 있으며, 카메라 피를 사용하고
내부 러를 비디오 화면으로 변환하여 탁 인 후 시야를
제공하는 ClearSight 러† 등, 최신 기술이 장착 어 있다.
기본 모델 XE는 18인치 휠, 전기 가 시, 올 LED
헤라이, 신호 ૯래픽이 업데이 등, 전  후
차 보조 장치, 후 카메라  차선 유 보조 장치 등
재૬어라면 갖추어야 할 사양이 내장 어 있다.
본 기사에 소개 차량 제원은 내 출시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기능은 운전자가 안전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완전히 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옵션 기능. 현 ૬정에 따라 달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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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많은 '페트롤 헤드(petrol head)'들이
레이싱과 같은 모터스포츠나 자동차와 푹 빠지게 된
계기가 그들의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영국 브랜즈 해치(Brands Hatch) 레이킹 서킷에서 열린
브리티시 투어링(British Touring)에 데리고 갔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카레이싱과 사랑에 빠졌다. 당시 나는 10살이었다. 패독 힐 그랜드
스탠드(Paddock Hill Grandstand) 트랙에서 레이싱 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좌우로 움직이며 앞차를 추월해 나갔고(나는 영국
모터스포츠에서 최고의 광경이라고 생각한다), 레이서들이 악명 높은
마의 구간으로 접어들자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펼쳐졌으며, 커브가
아주 까다로운 드루이드 헤어핀(Druids Hairpin)에서는 속도를 줄인
레이싱 카들이 걸어가는 듯 보였다. 나는 최고의 장면을 사진에
담으려고 필름을 여러 통 바꿔가며 사진을 마구 찍어댔다. 그 광경과
현장에서 나는 냄새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카레이싱에 꽂힌 나는 프로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에 진학해 생물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생물학 전공이 레이싱과 관련된 일에 도움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꽤 큰 도움이 되었다. 2014년, 전기
자동차 레이싱 챔피언십인 포뮬러 E(Formula E)가 탄생했는데, 이
챔피언십은 자동차 매니아들과 환경보호론자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완벽한 하이브리드 스포츠였다. 나는 포뮬러 E의 피트레인
리포터에 지원했는데, 이 일은 내가 과거의 꿈을 다시 그리워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프로 레이싱 선수의 꿈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재규어 레이싱이 팀을 운영하는 포뮬러 E 챔피언십에서
진행자이자 피틀레인 리포터로 활동하며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나는 전기자동차를 좋아하고 미래의 드라이빙, 전기화,
자율 주행, 연결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사실은
클래식한 재규어의 매력은 뿌리칠 수가 없다.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재규어 E-TYPE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내 아버지 역시 이 차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감탄사 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다.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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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연히 재규어 E-TYPE을 보는 날이면 , 마치 '아이 스파이
(eye spy)'의 그랜드 피날레에서 승리한 것 같이 행복해 했다. 나도
지금 길을 가다가 아름다움의 극치인 이 차를 발견하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아이코닉한 재규어 E-TYPE의 긴 보닛은 물론 멋지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차에는 순수한 레이싱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
나의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한다. 굿우드 리바이벌
(Goodwood Reviival) 대회에서 포드(Ford)의 AC Cobras를
제압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재규어 E-TYPE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시금 샘솟았다. 나는 운 좋게도 1951년 르망(Le Mans)에서 우승한
재규어 C-TYPE 직접 운전해본 경험이 있다. 과거를 체험해봄으로써
내연기관의 진화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왔는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다. 24시간 동안 레이싱을 펼친 후 승리를 맞보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았고, 이처럼 귀중한 클래식 자동차의
클러치를 망가뜨리는게 아닐까 걱정도 했다.
재규어의 과거와 현재를 나는 모두 체험해 보았다. 나는 작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포뮬러 E에서 재규어 전기 자동차 I-PACE SUV
에 처음으로 앉아 보았다. 전시된 차였는데, 내가 앞으로 차를 살짝
몰았더니 PR 팀이 놀란 눈으로 쳐다 보았다. 드디어 12월에 I-PACE
가 나에게 도착했고, 드디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탱크'
에 250 마일을 충전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출발했다. 부엌
싱크대(물론 내 딸의 소꿉놀이 싱크대였다)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콤팩트 SUV. 멋진 디자인, 편안한 하이 엔드 인테리어,
재규어에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 구현되어 있는 차였다. 전기로
작동하는 모터의 100% 토크 덕분에 즉각적인 가속이 가능했고,
도로에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바라던대로 더 많은 아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운전의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니키 쉴즈(Nicki Shields)는 TV 진행자이다. BBC
iPlayer에서 Fomula E 보도를 담당하는 그녀는
CNN 프로그램 슈퍼차지드(Supercharged) 및 고잉
그림(Going Green)의 앵커이며 이전에는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Goodwood Festival of
Speed)와 리바이벌(Revival)을 진행했다.

PHOTOS: STEF BLENDIS, CNN; CHARLIE GRAY

재규어는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NICKI
SHIELDS의 두 가지 열정을 어떻게 충족시
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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