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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sive, creative and entirely natural: such
is the long-term partnership commitment
undertaken between Zenith and Land Rover.

LEGENDARY FORM
An

iconic

refinement

silhouette,
and

charisma,

remarkable

technic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their birth year (1969), the
iconic El Primero and Range Rover share a
number of other key assets. To celebrate their
partnership, Manufacture Zenith is unveiling
an El Primero Range Rover Speci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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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유산은지속된다

헤리티지 콜렉션, 새로운 나미비안 랜드로버 경험 속으로,

레인지로버 클래식의 첫 복원작을 살펴보며

광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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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주택 - 혁신적인 변화

위치타 상공의 날개들

그리고 우리의 탐험심이 어떻게 현대건축의

천상의 수호자(DEFENDER OF THE SKIES)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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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4 207 887 6146
Vishal Raghuvanshi
Vishal@metropolist.co.uk
00 44 207 887 6147

그리고 벤 에인슬리 경이 사막의 폭풍을 일으키는 장면 엿보기

오리지널 벨라 프로젝트에서 출현했던 자동차인
레인지로버의 유산을 경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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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벨라를 소개하다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친구

‘더 아방가르드 레인지로버’ 대공개

개와 인간이 맺어온 관계도 살펴보자

뉴 레인지로버 벨라 그 디테일 속에서 길을 잃다

지구상 가장 독보적인 주택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지를 배우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네 발 달린 친구들과 차 타러 가자

전설적인 비치크래프트 보난자와 함께 상공을 날다
알려진 비행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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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빌딩

스마트사운드

저 너머로 달리고 있다 35회 아메리카 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신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싱 테크놀로지로 들어 볼까?

랜드로버 바 팀과 함께 열기를 느껴보자 선수들은 수면 위로,

랜드로버 오디오 파트너, 메리디안 오디오의

42

68

전문가들과

올 뉴 디스커버리 - 야생의 재발견

깊이 속으로 뛰어들다

서사시적 드라이브를 위해 올 뉴 디스커버리를 타고

빅 데이터, 기계학습 알고리즘, 고급 알고리즘의
랜드로버 바 보트의 성능 향상이 목표인 전문가들과 함께

풍경 사진가 줄리안 캘버리,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의 야생을 탐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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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부자로 - 장인 정신

디펜더 여행

그리고 포츠마우쓰 보트하우스 4의 복원된 보트들에서

인스타그래머이자 디펜더 광인 잭 돕슨은

보트의 역사를 찾아가다

미묘한 장인정신을 발견하다

어느 디펜더 광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호주의 랜드마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울룰루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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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며, 문서 형태로 된 출판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재생산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잡지에 표현된 의견은 랜드로버의 의견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랜드로버 원라이프 잡지의
콘텐츠는 심혈을 기울여 편집되지만, 이 잡지에
표기된 세부내용과 글 그리고 도구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장소를 찍은 필름과 사진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허가가 취득되었으며, 인쇄 당시
모든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공식 랜드로버 매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잡지는 청하지 않은 원고나 사진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수용하지 않으며, 그것들에 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온 로드에서든, 오프
로드에서든 책임지는 자세로 운전하세요.

뉴 랜드로버로 초기 탐험가들이 갔던 여정 따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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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노트

MATERIAL WORLD
새로운 레인지로버 벨라를 위해 훌륭한 미감을
만들어내야 하는 랜드로버의 색상/재료
수석 디자이너, 에이미 프라첼라

고객이�사랑할�좋은�제품의�창조를�향한 지속적이고�쉼

언제나�더�멀리�보고, 풍경이�어떻게�변해가는지

진화.바로�이것이�우리가�하는�모든�일의�핵심이에요.

하나는, 다양화�되는�고객의�욕구와�그리고�개인적

없는�지향. 그리고�이것을�동력으로�하는�끊임없는

우리가�출시하는�모든�새로운�차량은�우리의�창조를

위한�노력의�기념물이죠. 즉, 그�차량이�고객을�흥분케
하고�기쁘게�하면�디자이너와�엔지니어는�자신들의

목표를�성취한�것이에요. 새로운�레인지로버�벨라는

레인지로버�패밀리에�멋진�자극과�우아함이라는�새로운
차원을�더합니다. 새로운�유형의�고객을�위한�새로운
유형의�레인지로버이지요.

벨라를�만들어낸�건�강렬하고�창의적이며�지적

과정과�결합된�세심한�디자인�전략입니다. 차량의

본질이�무엇인지�정해지면, 랜드로버�디자이너들은�회사
내�수많은�팀과�협력하며�일하게�되는데, 이는�독창적인
비전을�가진�새로운�차량을�만들기�위함이지요. 이와

같은�프로젝트를�함께�수행할�때면�늘�전염성�있는�긍정
에너지가�뿜어져�나와요. 이러한�긍정�에너지는 우리를
많은�창조적�솔루션으로�이끌고�가고,완성된�제품을
통해�느끼실�수�있어요

색상과�재료를�다루는�제�일도�예외는�아니랍니다.

제�일은�차량의�외관�디자인과�실내�디자인�사이를

조화롭게�잇는�링크�기능을�하니까요. 예술과�과학의
드문�혼합이고, 하나의�독자적인�분야죠. 우리는

디자이너로서�기술�사양�그리고�재료의�물리적�구성

양자를�다�이해할�필요가�있는데�혁신, 기능, 디자인의
한계를�극복하기�위함이랍니다.

이해하는�건�중요해요. 우리가�볼�시작되는�변화�중
차별화를�향한�욕망이지요. 대부분의�명품�브랜드들은
자신들의�톱�모델�재료로�가죽제품만을�고집하지만,

벨라는�바로�이�점에�그리고�자동차�럭셔리�재료에�관한
전통적�관행에�도전합니다.

이를�위해서�우리는�가죽�대체재로�최고급�프리미엄

울�혼합�섬유를�개발했어요. 유럽의�선도적인�프리미엄
섬유�제조업체들�중�하나인�크바드랏과�협업을�했죠.
크바드랏은�자신들의�럭셔리�울�혼합�섬유를�최고급
가구의�재료로�공급하는�회사입니다. 그�자체로도

아름답고�내구성과�지속성도�갖춘, 자동차�산업에는

처음�사용되는�프리미엄�섬유�소재였죠. 하지만�우리는

랜드로버의�내구성�기준�모두를�충족하는지�점검해야만
했죠. 우리의�기술�사양은�가구�산업과는�다르니까요.

여러�가지�섬유�혼합물과�직물�구조를�테스팅하고

실험하는�피곤한�과정이�이어졌고, 마침내�우리는
완벽한�배합을�얻어냈답니다. 이�프리미엄�섬유는

새로운�레인지로버�벨라를�위해�개발된�여러�신재료
가운데�하나일�뿐이지만, 이�한가지�옵션은�벨라

프로젝트�전체의�원칙들을�반영합니다. 주목하지�않을
수�없는�디자인, 주문에�따라�조정되는�테크놀로지,

중요한�혁신. 이것들의�융합을�통해서�세월이�흘러도

변하지�않는�현대적인�모델을�창조해내는�일�말이에요.

주로�섬유�디자인�전공자는�패션�또는�건축�산업에서

일해요. 하지만�저는�다른�길을�걸어갔어요. 재료�및�색상
관련한�영감은�랜드로버�내부�혹은�회사의�디자인

정신과�관련된�것들에서�오지만, 색상�및�재료�디자인
섹션에서�일하는�우리는�종종�패션, 가구, 그리고

다른�분야�디자인�세계에서�영감을�받으려�하기도
하지요. 신선한�생각을�공급받을�수�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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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프라첼라

랜드로버�색상/재료�수석�디자이너

THE WORLD AT YOUR FINGERTIPS:
DIRECT ACCESS TO 7000+ PRIVATE JETS

Fast track code:

ONEUK
F LY V I C T O R . C O M

Download the Victor app for iOS and start your
free membership today. Enter the special fast
track code ONEUK to join, request a quote and
compare jets before you book.

DESIGN

1971년 12월, 두 청년이 레인지로버를 타고 랜드로버 역사에 남을

여행을 떠난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아르헨티나의 최남단까지 이르는,
1만 8천 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구간의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한 이

여행은 오늘날 영국 트랜스 아메리카스 원정으로 불린다. 이 원정대를
이끈 이는 영국 장교이자 탐험가이자 저자인 콜로넬 존 니콜라스

블래쉬포드 스넬이었다. 그는 이 대륙들을 본인의 1세대 레인지로버 두

대로 횡단했다. 절반쯤 내려온 이들은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사이에서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미개발 습지대인 다리엔 갭 Darién Gap과
만났다. 블래쉬포드 스넬의 놀라운 투지와 두 레인지로버의 독보적인

R

주행력 덕분에 그의 원정대는 다리엔 갭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어, 두
아메리카 대륙을 건넌 첫 번째 차량 원정대가 되었다.

자, 2017년으로 돌아와보자. 이러한 클래식 랜드로버 무브먼트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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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7 랜드로버 헤리티지 컬렉션이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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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이 컬렉션은

HER ITAG E DAR IÉN GA P
IPHON E COV ER
푸른색 헤리티지 다리엔 갭 아이폰 용 하드케이스

커버는 당시 탐험의 분위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어

프리미엄 의류, 기프트, 액세서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컬렉션에서

담아내고 있다. 레인지로버 테크니컬 드로잉, 오리지널

느낄 수 있는 반면, 테크니컬 그래픽과 노선 지도 디자인에서는 영국

아이폰 6, 6 플러스, 7, 7플러스용과 삼성 갤럭시용이

오리지널 레인지로버의 네이비와 골드 색상의 마감재에서 받은 영감을
트랜스 아메리카스 원정대의 전설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컬렉션 자세히 보기

전체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landrover.com/shop

헤리티지 로고가 특징이다. 무선 충전기와 호환되며
모두 출시되어 있다.

landrover.com/shop

P H O T O G R A P H Y : E M M A H A L L / I A N W I N S TA N L 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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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랜드로버 헤리티지
컬렉션은 영국 트랜스

아메리카스 원정대의 정신을

기념하고, 남성과 여성를 위한

의류 및 액세서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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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T

랜드로버 헤리티지 컬렉션의 또다른 보석은 유니섹스벨트이다.
이 제품은 영국 트랜스 아메리카스 원정대에 기여한 1세대

레인지로버의 마감재에서 영감을 얻었다. 가죽 트림 및 황동
마감 방식이 특징이며, 클래식 랜드로버 헤리티지 로고가
각인되어 있다. 사이즈는 S / M와 L / XL 이 있다.
landrover.com/shop

다리엔 갭은 정복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가장 깊은 심해가 대부분 정복되었듯 말이다. 그런데
새로운 야외 가제트, 액세서리 및 하이테크 장비가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개척자 정신이 부활하고
있다. 매일의 과다 경쟁 너머 무언가를 계속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차세대 현대 탐험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현대의 필수 아이템들을 제공한다.

ORU

FOLDABLE
KAYAK

본래 킥스타터에서 출시된 제품인 오루의

접이식 카약은 아웃도어 팬들을 열광시켰고,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안정적이며,
전문 카약커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정도로

빠르고 스포티하다. 또한 핸들링이 쉬우며,
종일 여행이나 단체 여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갖추고 있다. 바쁜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은 박스를 보트로 바꾸는 데 겨우
1-2분 소요된다는 것!
orukayak.com

G ARM I N

MO NTANA

680T

가민 몬타나 680t는 미래 세대를 위한 GPS다. 4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기압 고도계, 나침반, 8 MP 카메라, (사전에
확보된) TOPO U.S. 100K 지도를 갖추고 있다. AA

배터리만으로도 작동되는 가민 몬타나 680t는 GPS와 GLONASS
위성을 동시에 추적한다.
gar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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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ULTR AV ID
BL AC KLIN E BIN OC UL AR S
무게가 채 700g이 안 되는, 레이카의 울트라비드 블랙라인
42mm 쌍안경은 세련되고 거부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고전적인 레이카 디자인 언어로 제조되었고, 동급으로서는
가장 가벼운 쌍안경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헤비

핸들링을 위해서도 제작되었다. 물론 레이카의 일류 광학과
시간을 타지 않는 복고풍 마감 역시 갖추고 있다.
leica-camera.com

OU T D OO R

TE CH

R HINO S

아웃도어 테크의 새로운 라이노 오버 이어 헤드폰은 스마트한 만큼이나
튼튼하다. 이 견고한 헤드폰은 블루투스 4.1을 통해서 무선으로

스트리밍하며, 인증된 IPX6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다. 내장 마이크 덕에
심지어 ODT 자체의 앱을 사용할 때 워키 토키로도 사용할 수 있다.
outdoortechnology.com

HUE 1 66

A6

N OTEBOO K

랜드로버 헤리티지 컬렉션의 일부인 HUE 166-브랜디드
A6 노트북은 진정한 랜드로버 팬들에게 사고와 계획을
유지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탐험가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제품으로 오프-화이트 방수 스톤 페이퍼
페이지가 특징인데, 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당신의 필드
노트를 건조하고 깔끔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landrover.com/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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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남부의 오염되지 않은 대지를

달리며 이 같은 풍경을 즐기는 여유를 한번이라도 꿈꿔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머지 않아 나미비아의 경이로운 환경 속에서 올 뉴
디스커버리를 타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랜드로버는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는’ 정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매니저 베레나 키르히너의 설명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나미비아는,
식을 줄 모르는 모험의 열정을 지닌 이들을 위해서 5개의 트래블 허브를
개척하려는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의 계획 중 다음 목적지가 될
것이었다.

수년 동안 랜드로버들은 이 거대한 대륙을 횡단했고, 그러는 동안

오늘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신뢰성과 내구성이라는 강력한

헤리티지를 구축했다. 랜드로버는 이 대륙 그리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계속 육성하려는 데
여념이 없다.

이 새로운 모험의 경험에 초대된 손님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경이를 섭취하며 타이어가 내는, 랜드로버 역사의 여로를 따라갈
것이다. 스웨덴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스 아카데미를 방문한 스릴을 이미
맛본 이들이라면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의 정수를 알려주는, 프리미엄
드라이브 경험과 문화적 식견의 독특한 융합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나미비아의 유명한 국립 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지대 주변을

방문하는 여러 날의 여행은 참가자들에게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러한
경험들을 다량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이 경험들은 모두 이 나라의

경이로운 자연과 관련된 것들로 방문객들은 낮에는 거대한 얼룩말과
밤에는 5스타 숙박 시설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유명한 붉은색 흙길을
달리는 드라이브는 사막 언저리를 지나며 큰 고양이과 동물들을

감탄하며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호와리브

캐년을, 굽이치는 호아니브 강가를 따라서 지나가는 드라이브는 다른 날

여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스와콥문드에 있는) 세계에서 물범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은, 방문객들을 풍성한 축복 속에 있는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아름다움에 이어줄 것이다.

“나미비아는 장려한 풍경을 갖춘, 다양성과 대비성으로 가득 찬

땅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가로지르며 드라이브하는 동안,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볼 지도 몰라요.” 키르히너의 말이다.

“불 같은 붉은 모래 언덕,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 특별한 야생동물

또는 어두운 하늘 아래서의 천체관측-어느 쪽을 보든 정말로
매혹적이죠.”

더 많은 정보를 원 한 다 면
landrover.com/AdventuresNami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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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떼의 서식지를 통과해 지나가는 차량 여행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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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기 이상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해온 건 내연

기관이지만 랜드로버의 자매 브랜드인 재규어를 포함,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오늘날 대체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대체 연료 소스 발굴과 개발은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보장하는 일에
긴요하다. 그리고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 도전의
최전선에 있다.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포뮬라 E팀을

통해서 재규어 모델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레이싱에

다시 출전하게 한 일이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은 새로운

재규어 I-TYPE 전기모터로 대체되었는데, 단 2.9초만에
파나소닉 재규어 레이싱 주자인 미치 에반스와 아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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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은 첫번째 포뮬라 E 시즌에서 팀을 대표하며,
레이싱 권위자들인 마크 웨버, 에디 어바인의

(둘 다 재규어 포뮬라 1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출전했었다.)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그룹 엔지니어링 이사 닉 로저스가 말하는,

PHOTOGRAPHY: PR

0에서 100km/h로 속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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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전기화가
곧 미래이니까요.”

포뮬라 E 트랙의 흥분과 에너지는 단순히 레이싱

경주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포뮬라 E 레이스

트랙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운송 수단의 발전을

즉, 포뮬라 E에서 얻은 바를 일상적인 교통 분야에

적용시키는 한 방법인 것. 이 차량의 배터리는 500km

보다 더 장거리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이는 곧 보통의
사용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충전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소형

전기동력전달장치로 대체함으로써, I-PACE 콘셉트는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 할 것이다. 바로

5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는 SUV 공간을 스포츠 실루엣과

것은 전기화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차량이자 진정한 드라이버의 차량이다. 단 4 초만에

도로주행용 전기차 말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모든

도로 위 10대 중 한대가 전기차이며, 노르웨이에서는
4대 중 한대가 그러하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2010년에서 2015

년까지 세계 전기차 수는 100배 증가했고, 국제 에너지
기구는 2020년까지 세계의 상용화된 전기차가
2천만대까지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6년 후반, 독창적인 곡선이 특징인 새로운

재규어 I-PACE 콘셉트가 이러한 획기적인 차량의

대열에 합류했다. 전기 스포츠 SUV콘셉트 카는 전기
분야로의 재규어 최초의 진출에서 시작되었다.

융합할 수 있었다. 이 콘셉트 카는 순수한 재규어

100km/h에 이르도록 하며, 순간적으로 토크 700Nm

를 생산하는 트윈 전기 모터 덕분이다. 재규어의 디자인
총괄 이안 칼럼이 I-PACE 콘셉트를 두고 “재규어

디자인을 다음 단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라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I-PACE 콘셉트는 머지않아 구상 단계에서 제작

라인으로 옮겨갈 예정이며, 상용화된 I-PACE는 2018년
중반부터 시판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재규어 랜드로버는 그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통점: I-TYPE (왼쪽)과 I-PACE

콘셉트(아래)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
상용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야망을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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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이크 스콧(위, 왼쪽)이 제작팀

에게 그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있다. 위,
중간과 오른쪽: ARRI 알렉사 카메라와
함께 하는 All-New Discovery

그리고 드라이빙 씬 촬영을 위해 직접
운전 중인 벤 에인슬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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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 알렉사 카메라는 굉장히 값비싼 장비지만, 랜드로버BAR 팀의
선장 벤 에인슬리 경 주연의 2월 초에 공개된 랜드로버의 All-New
Discovery 광고를 제작하면서 거의 폐품이 되고 말았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커머셜 디렉터인 제이크 스콧(한 획을 그었던

감독인 리들리 스콧 경의 아들)이 연출한 60초짜리 영상에서

에인슬리는 직접 스턴트 연기를 선보였다. 스페인 발렌시아 외곽의 한
사막에서 모래 소용돌이 한복판을 All-New Discovery로 질주하며
말이다. “거대한 모래폭풍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바로 그 한가운데 놓고 싶었죠.” 현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맷 스타뎀의 말이다.

이는 5일간의 촬영 중 절정의 순간이었다. 이번 촬영은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차량 중 하나를 향한 비약적 발전을 공개하는

영상인 만큼 수 개월 전부터 기획되었고 All-New Discovery의 등장을
세계에 알리는 목적에 초점을 두었다. “이 차량은 디자인 및 기술

양자에서의 혁명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아간
중대한 진전이죠.”라고 스타뎀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드라마를 창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하던 그 드라마를 얻었다. 성난 모래 폭풍이 이는

가운데, 에인슬리는 자신의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이 엄청난 카오스를
뚫고 지나가지만, All-New Discovery의 흔들리지 않는 주행 능력과

아늑한 인테리어 덕에 그의 드라이빙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게다가
이 올림픽 챔피언은 핸들링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 “그는 전문

세일러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매우 능숙하죠. 그리고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차량을 사랑했고요.”스타뎀의 설명이다.

아마도 너무 많이 사랑한 모양이다. 어느 장면을 촬영 때,

에인슬리는 그의 시야를 가로막는 폭풍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가능한
한 카메라 근처까지 달려와서 멈추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는 마음
놓고달리다가 카메라 렌즈 2 인치 앞까지 와서 겨우 멈췄다.

“그는 부딪힐 수 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맨도

필요하다면 즉시 비켜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스타뎀의 말이다. “
근데 정말이지 너무 가까웠다니까요.”
영상 더 자세히 보기

유튜브에서 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Youtube.com/land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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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개발과정을 거친, 뉴 레인지로버 벨라는 랜드로버 브랜드의 진화에서
새로운 도약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감성과 연결된
자동차의 창조라는 랜드로버 브랜드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W O R D S B E N O L I V E R
P H O T O G R A P H Y A L E X

H O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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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벨라를 소개하다

“‘새로운 자동차’와 함께라면 당신은 더욱 더 창조적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히 새로운 세그먼트에 진입하는 경우라면 그 자유로움은 배가 될 것이다.”

랜드로버의 디자인 총괄인 게리 맥거번과 그의 팀은 뉴 레인지로버 벨라의 경계를 확연히

확장했다. 맥거번은 지난 4년 간 벨라를 그린 스케치들과 모델들을 유심히 들여다봐왔다. 레인지로버
패밀리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혁신적 자동차가 계속해서 세련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하며 말이다.

하지만 그는, 이 차량이 탄생할 당시 제시한 비전과 테마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더욱
자동차 답게, 더욱 안정적이게, 모던함을 향한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라는 테마

말이다. 그리고 맥거번은 처음 레인지로버 벨라를 봤을 때의 그 모습과 강렬함을 잊지 못한다. “

벨라는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제품이죠. 아주 아주 현대적인 자동차고요. 당연히 고객들은 우리가

이런 차를 창조해 낼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을 거에요. 이전에 봐왔던 어떤 레인지로버와도 다르다고
생각할 거에요.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죠. 이것이 또 하나의 레인지로버임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벨라를 봐야 할까? 사이즈 면에서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사이에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 브랜드에 처음인 사람들 그리고 이보크보다 더 큰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제품. “에어 서스펜션과 경량 알루미늄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온-로드
에서든, 오프-로드에서든 여러 성능을 겸비한 자동차가 될 거예요.” 맥거번의 말이다.
“레인지로버들은 늘 성능이 뛰어났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진다. “이보크는 그 대담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샀죠. 이보크는 랜드로버에서 우리가 그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성취였어요. 이 차량 전에 우리는 훌륭한 디자인만으로

“ 이 보 크 이 후 에 우 리 의 모 든 작 업 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었고, 벨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벨라는 현대적이고,
우아하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승부한 적이 없었죠. 이보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디자인이 있었고, 벨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벨라는 현대적이고,
우아하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매력이 흘러넘치는 차죠.”
벨라의 첫 인상은, 그 디자인이 균형미학의 디자인으로

다가온다는 것. 즉, 힘 있어 보이는 클램쉘 모양 보닛에서부터

연속적 느낌의 캐릭터 라인,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후미 라인까지. 넓은 휠베이스는 풍족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면서

매력이 흘러넘치는 차죠.”

동시에 자동차의 우아함을 완성한다. 22인치의 휠은 자동차의

GERRY MCGOVERN

경이로운 실루엣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며 동시에 그 존재를 더욱
더 드라마틱하게 한다. 청결하고, 단순하며, 단정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레인지로버 차량 중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이다. 외관상

새롭고 혁신적인 면모에는 수퍼 슬림한 매트릭스 레이저 LED 헤드램프, 수평 도어 핸들, 매끈한 구리
장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리미엄 디자인들이 으레 그러하듯, 벨라의 디테일 역시 미묘하지만

임팩트는 강렬하다. “디테일은 아주 중요해요.” 맥거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최적화된 부피와

비율이 핵심이죠. 왜냐면 이것이 훌륭한 자동차 디자인의 결정적인 토대니까요. 벨라의 비율은 아주

빼어나요. 그것은 설치된 것, 의도된 것이죠. 견고하죠. 형식미와 매끈한 남성미 사이의 독특한 균형과
결합된 견고함이죠.”

혁신적인 기술력이 벨라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인테리어의 완성에

정교한 조각: 벨라의
보석 같은 LED 조명은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
들에게 램프의 외형을
완전히 다시 설계할
자유를 준 뉴 LED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이다.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은 ‘터치 프로 듀오 Touch Pro Duo’ 시스템을 보면 분명해 진다. ‘터치 프로
듀오’ 시스템은 디자인의 정점을 찍는 혁신적인 기술로, 두 대의 고해상 10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슬림한 디스플레이는 실내 좌석의 구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편, 차의
외관 디자인과 어울리는 전반적인 모던한 감각을 인테리어의 구성에 추가한다. 위쪽 스크린은

운전자를 위한 것으로 네비게이션, 오디오, 폰 등의 기본 기능들을 제어한다. 아래쪽 스크린은 기어
레버 근처와 앞쪽에 있던 공조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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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 러 나 최 적 화 된 부 피 와 비 율 이 핵 심 이 죠 .
 왜 냐 면 이 것 이 훌 륭 한 자 동 차 디 자 인 의
 결 정 적 인 토 대 니 까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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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벨라를 소개하다

드라이빙 시스템을 제어했던 스위치들 모두를 대체한다. 두 개의 회전 콘트롤러가 아래쪽 스크린의

피아노 라커 트림 마감 위에 장착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제어하는 건 바로 이들이다. 이 콘트롤러들은
주위의 스크린과 함께 변화하는 스크린의 중심에서 볼륨, 온도, 그리고 드라이빙 세팅을 제어한다.
“랜드로버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건 오래되었죠.” 재규어 인포테인먼트 프로젝트 매니저

데미안 크루핀스키의 말이다. “그러니까 터치 콘트롤을 온도조절, 좌석, 지형 반응이라는 영역에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이것은 혁신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경쟁하고 있는

건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마트폰들, 타블렛 PC들과 비교될 겁니다. 이들은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직관적이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왔고, 고객들이 단지 우리가 만든 새로운

자동차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법을 다시금 학습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이러한
말에 담긴 근본적인 배경은 더 스마트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접근법과 일맥상통 한다.
벨라의 모든 디테일과 특징들에서 볼 수 있는 접근법 말이다. 완벽히 새로운 세그먼트를 위해

디자인된 차량인 만큼, 벨라에 적용된 기술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다른 최신 테크놀로지들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확연한 차이가 있죠.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물리적 피드백이 따로

불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운전할 때라면 아래를 보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세팅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드라이버의 물리적 통제 행위를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회전 콘트롤러를 생각해낸 이유랍니다. 피드백을 주는 것, 그러면서도 바라보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것,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길이 어디든 설정

가능하게 하는 것 말이에요.” 크루핀스키의 말이다. “우아한 단순성,
정교함, 세련미, 그리고 단순화에 대한 확신이 전적으로

“ 개 인 적 으 로 벨 라 의 빅 테 마 는 ,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가에요”
GERRY MCGOVERN

적용되었어요. 스위치들은 고요한 성역을 창조하기 위해

최소화되었죠. 이러한 지향점은 실내 구조 비율의 적절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요.”

호사스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이 실내 좌석의 새로운

디테일들은 다음과 같다. 벨라만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덴마크

디자인 섬유 제조업체 크바드랏 Kvadrat의 울 트림이 최고급 가죽 (
옵션으로 제공되는) 옆에 자리 잡게 된다. 울은 소음이 없고 앉기에
놀라울 정도로 쿨한데, 한 때는 자동차의 시트를 장식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로 인식되었던 소재다. 또한 아직까지도 영국 황실, 일본 황가의 리무진 뒷좌석에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벨라는 이것을 약간은 더 문턱이 낮은 럭셔리 카로 옮겨놓고
있다.

“벨라는 럭셔리에 관한 전통적 선입견에 도전하는 숱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하고 있고, 이것도

그 중 하나죠.” 랜드로버의 색상/재료 수석 디자이너 에이미 프라첼라의 말이다.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요, 하나의 레인지로버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게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세그먼트로 진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자동차

소재 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또한 우리는 가죽 이외의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답니다. 울에는 가죽에게는 없는 성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울이 더 편안할 테고요. 문화적
취향 탓에 또는 개인적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삶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디자인에 민감한 구매자들은 이미 가정과 사무실에서 크바드랏 제품을 구비하고 있죠.”

그러나 미학이란 심포니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외관은 제 때에 두드려야 하는 여러 음들 가운데 하나의 음일 따름이다. “물론 디자인은 무언가
미적인 것을 창조하는 일이지만, 모든 구성요소들을 한 데 묶어내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26

적은 것이 많은 것:
바깥에서 보면 벨라의
절묘한 비율과 정교하게
그려진 라인이 형식미와
매끈한 남성미 사이의
독특한 균형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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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아진 혁신:
뉴 테크놀로지들이 벨라의
현대적 디테일링이 가능
하도록 길을 열었다.
울트라 슬림 LED 조명(왼쪽)
에서부터 중앙 콘솔의 스마트
햅틱스(오른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환되지만, 여전히 매우
실용적이다.

‘느낌’ 같은 기본적인 무언가도 고려해야 해요.” 프라첼라의 지적이다. “색상과 재료는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모든 감각 기관이 함께 작용해요. 재료를, 즉 소재를 개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촉지성이에요. 딱 맞는 때를 우리는 알죠. 왜냐면 보이는 것만큼이나
감촉에서도 세련됨이 느껴지는 순간이니까요.”

당신의 눈에는 또한 스피커 커버, 가죽 시트의 작은 구멍, 그리고 (으레 핵심적인 차량 건축의

디테일 몇몇이 보이는 부분인) 인테리어의 일부 소재들에서 ‘잘린 다이아몬드’ 패턴이 보일 것이다.
바둑판무늬처럼 배열되면, 이 ‘잘린 다이아몬드’ 그래픽은 유니언 잭을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벨라가 지닌 영국적 유산에 대한 뻔뻔한 긍정인 걸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에이미의 말이 이어진다. “패턴을 어떻게 반복할 건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나온 생각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두 번째 읽을거리’라고 부른답니다. 두 번째로 볼 때만 알아챌 무언가이니까요. 벨라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디테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자동차와 함께 어떤 경이로움을,
기쁨을 창조해냈어요.”

이러한 경이로움 가운데 핵심적 요소는, 새로운 면모들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 진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맥거번은 지적한다. “개인적으로 벨라의 빅 테마는,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가에요.” 그의 말이다. “이 점을 인테리어에서 가장 선명하게 발견하실 겁니다.

인테리어의 고요와 단순성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가능하게 한 거죠. 이 테크놀로지는
럭셔리한 느낌을 한층 높여준답니다. 즉, 당신이 레인지로버에서 얻게 되는 상승감을 높여주는

거지요. 이것은 그 자체를 위한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외관 디자인에서도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죠.
어디를 봐야 할지 당신이 안다면 말이에요. LED가 없었다면 램프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최신의 제조 기술이 없다면 부분의 라인에 또는 패널 간 갭에서 정확성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랜드로버 엔지니어링 감독인 닉 로저스와 저는 우리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어요.

제가 엔지니어링 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열정적인 것만큼이나 그는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훌륭한 디자인을 창출하는 데 열정적이죠.”

“레인지로버 벨라의 풍요로운 혁신 테크놀로지 모두가 이 차량을 드라이브하는 즐거움,

탑승하는 즐거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요. 벨라는 그 통합적 테크놀로지로, 아름다운 표면처리로,

현대적인 디테일링으로 미래 자동차에서 출현할 현대성의 수준도 넌지시 암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여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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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벨라를 소개하다

“ 우 리 는 전 환 의 여 정 에 있 어 요 . 그 리 고
이 차는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GERRY MCGOVERN

더 많이 알아보려면

뉴 레인지로버 벨라를 더 가까이서 더 많이 알아보려면 방문하시길

landro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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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저 끝에 있는 것들은 비범한 사물들을 삶에서 추구하도록
우리의 영감을 자극한다. 오늘날의 건축가들에게도
세계의 가장자리란 곧 탐험할 기회를 뜻한다
C H R I S

S T O K E L - W A L K E R

PHOTOGRAPHY: FERNANDO GU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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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MK27의 정글
하우스는 방문객들을 황야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인 주변
정글과 연결시키기 위해
건축되었다. 그러나 매끄한
디자인과 목재 데크,
심지어는 럭셔리한 루프탑
수영장까지 거느리고 있는
이 집에는 평범한 것은 없다.

발견의 한계지대 위를 계속 달리기. 이것은 단지 랜드로버 드라이버의
꿈만은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지하로 더 깊이 파고들어가 자연과 만나
일상을 탈출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누구든, 일시적 일탈을 찾는
탐험가나 여행자든, 아니면 지상의 가장 변방에서 럭셔리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든, 개척자 정신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활활

“ 개 척 자 정 신 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열을 지어 똑같이 서있는 집은 어떤 이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평범한 집에 행복해하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모험심 역시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그래서 현대 건축가들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최고의 럭셔리와 여행욕구 감각을 서로 융합한 그리고 인간을 우리가

한때 살았던 식의 자연, 즉 별 아래의 자연, 물질들에 열려 있는 자연과
연결하는 경이로운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고 또 그런 건축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주택 중 가장 놀라운 몇몇 주택은 지상의
끝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인류가 아직

건드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은 우리 지구의 광활한 공간 사이에 놓인
창이다.

상 파울로에 근거를 둔 스튜디오 MK27의 정글 하우스는 바로

그러한 지상의 끝에 존재하는 공간들 중 하나다. 브라질의 대서양 인근
열대림의 멋진 녹색 닫집 아래 몸을 숨기고 있는 이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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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과 자연 간의 경계를 지시하고, 그 둘을 조화롭게 융합하고 있다.

건축가는 마르시오 코간 그리고 사만타 카파도이며, 인테리어 디자인은
디이애나 라도미슬러가 맡았다. 매끈한 이 콘크리트 빌딩은

임상林床 과 메아리를 주고 받는 목재 데크 위에 자리잡고 있다.

코간은 이 주택을 “산의 일부로서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돌출시키는
형태로 디자인된, 건축 물질과 자연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

묘사한다. 주변 자연 속에 자신의 몸을 둔 채, 이 건물은 세련미 넘치는
럭셔리를 발산하고 있다. 거주자가 자신을 둘러싼 나무들과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한 루프탑 테라스, 코너와 가장자리 주위로 길을 낸

석조 계단, 그리고 심지어는 덴마크-아이슬란드 아티스트인 올라퍼
엘리아쏜이 제작한, 주택에 바로 내장된, 빛을 발하는 예술품까지.

보통 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로 창을 냈는데, 이러한 주택들을

독창적이게 만드는 요소다. 즉, 자연의 끝에서 사는 변경 개척자처럼

살며, 눈 앞에 있는 모든 자연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러한 주택들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당기는 요소인 것.

워싱턴 주 노쓰 캐스케이드의 가장자리에 둥지를 튼 나무와

유리로 된 모가 있는 한 건축물은 바로 이러한, 자연을 향해 열려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스터드호스 아웃룩이라 불리는 주택이다. 자신들의
가슴에 늘 야생의 자연을 품고 있는 어느 가족을 위해서 올손 쿤디그
아크텍쳐의 톰 쿤디그가 설계한 독보적인 빌딩 콤플렉스로, 매쏘우

벨리의, 20 에이커를 차지하는 야생화 관목지대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매쏘우 벨리는 미국 워싱터 주의 북서쪽 끄트머리의 인기 있는
한 휴양지. 전체적으로 랜턴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주택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창은, 바깥의 장려한 경관이 정문 쪽으로 곧장
달려오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자신들의 서식지를 이 주택

거주인들과 공유하는 야생생물들이 보이는 시네마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말이다. 철, 유리, 콘크리트 그리고 재활용 목재가 이

주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거대한 콘크리트 벽난로가 주택
한 가운데에 있고, 생활 시설이 한 블록에, 침실이 또 다른 블록에,

차고와 저장고가 세 번째 장소에, 그리고
장소에 있다. “별장은 모험과 관련된

“ 별 장 은 모 험 과 관 련 된 것 이 죠 . 

것이죠.” 쿤디그의 말이다. “별장은 가장 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남기는 집이기도

별장은 가장 잘 지워지지 않는 

하고요. 이런 집을 짓는 최고의 방법은

기억을 남기는 집이기도 하고요.”

것이랍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것으로 짓는

전통적인 또는 고전적인 건축 기술을

현대에 맞게 재활성화 한다는 건 분명 틀에
박히지 않은 방식이지만, 이탈리아 건축가
알르페도 배노티가 피아테다에 있는

위: 미국 북서부 자연 경관을
내다보는 최고의 전망을
제공하는 올손 쿤디그
아크텍쳐의 스터드호스
아웃룩은 겸손한 럭셔리를
발산한다. 이 우아한 거주용
콤플렉스 빌딩의 한 가지
핵심적 특징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보통의 시네마 스크린보다
2배 가량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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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까사 VI를 위해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까사 VI은 해수면에서
약 1킬로미터 높은 곳에 있는 오로빅 알프스에 자리잡고 있는 집이다.
배노티는 무너져가던 집을 선택해서 개척 정신을 갖춘 사람에게나

어울릴 집으로 개조했는데, 재료는 콘크리트 벽돌이었다. 새로 지어진

집은 알프스 정상에서 내려오는 눈이 산재한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다.
재활용 목재는 바깥벽을 감싸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주변의 알프스
경관과 조화롭게 해준다. 한편 인테리어는 지역 산 재료들과

장인정신을 잘 활용했다. “무너져가던 집을 골짜기의 자연 채광에

PHOTOGRAPHY: BENJAMIN BENSCHNEIDER, MARCELLO MARIANA

근처 초지 안에 있는 사우나가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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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점을 둔 거주공간으로 개조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지요.”

배노티의 말이다. “우리는 한 해의 각기 다른 시기에 채광, 열기, 냉기가
어떤지 세심히 분석했어요. 그러고는 연중 내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단층 지붕과 커다란 창을 선택했죠. 현대 건축 기술의 재해석과

과거에서 가져온 재료들 덕분에 인테리어, 벽난로, 테이블, 의자, 계단,
비데, 싱크대 등 거의 모든 것이 손으로 제작한 것들이랍니다.”

까사 VI 안의, 밖으로 돌출된 나무 들보는 희디흰 벽들과 강렬히

대조된다.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설맹이 찾아와 갑자기

곁눈질하게 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벽들이다. 현대식 낮은 계단은
180도 돌아서 올라가며 시선을 1층으로 옮겨놓는데, 1층에는 장식

없는 목재가 두 개의 침실 그리고 한 개의 2층 스튜디오의 벽과 바닥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까사 VI의 가장 경이로운 면모는 외진 이탈리아

골짜기라는 주변환경이다. 안방의 벽에 바로 붙어 있는 건 커다란 경관
창으로, 이 창은 길 건너 잔설이 있는 봉우리를 완벽히 붙들고 있고,

바깥 자연 세계를 그린 캔버스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를 탐험과 발견의
세계로 초대하며 말이다.

우리는 교외의 어슷비슷한 집들에 가두어진 채, 우리의 현재

환경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곤 만다. 하지만 현대의 개척자들을 위해

혁신적 건축가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집들을 짓고
있다. 브라질 정글 깊숙한 곳이든, 햇볕 좋은 이탈리아의 골짜기든, 또는
우리 내면의 개척자 정신을 따라가보라고 자연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어떤 곳이든 말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탐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음을, 또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럭셔리를 (심지어
세계의 가장자리에서조차) 즐길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다.
탐험 계속하기

랜드로버는 몇몇 세계 최고 매그넘(사진가 그룹) 사진가들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풍경과 경치를 소개하고 있다. 숨을 멈추게 하는 프론티어 건축물을
더 보려면 검색해보시길 #Land Rover Ultimate Vistas

이탈리아 건축가 알프레도
배노티의 까사 VI은
이탈리아 북부 오로빅
알프스의 햇볕 좋은 골짜기에
장중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건물의 건축 디자인
에서 강조된 테마는 자연
채광으로, 건물의 열린 구조
덕택에 연중 내내 빛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안방에 있는, 골짜기와
근처 산맥을 굽어보는, 관문
같은 느낌의 통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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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바LAND ROVER BAR는 166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메리카 컵 우승을
향한 영국 팀의 여정을 이끌고 있다.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팀은 수백 시간 소요되는
극도의 체육 단련을 하고 있다. 인간의
통상적 인내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것으로,
트로피를 고국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W O R D S A N D Y R I C E
P H O T O G R A P H Y N I C K

L A H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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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인 에드 파위에게는
육체적 힘과 인내력 양자가

필요하다. 그의 임무는 유압

시스템에 동력이 공급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수면 위에서 보트를
조정하는 선수들의 제어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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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빌딩

이두근과 팔뚝 근육의 고통이 밀려든다. 당신은 지금 잔인한 핸들을

미터 높이의 돛대가 있다. 수면 아래 쪽으로는 때로 ‘대거 포일dagger

진행상황을 잠깐 보고 이내 당신의 업무에 집중을 한다. 저들도

이 있다. 돛을 제어하는 데도, 수중익선을 제어하는 데도 수력학적

계속해서 완고한 그라인딩 축대 쪽으로 돌리면서, 상대방 팀의

당신만큼이나 될 것이라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한다.
두려움을 모르는 저들의 뱃머리가, 탄소섬유 쌍동선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 빛의 버뮤다 해협의 해수 깊이 찌르듯 들어간다. 1초

만에 40 노트의 속도는 ‘0’으로 떨어졌고, 돌연 발생한상대 팀의 사고

명의 ‘그라인더’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근력과 심혈관 건강을 통해서
공급하는 인간의 힘이 전부다.

올 여름 버뮤다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선수들이 출발에서

종료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제 35회 아메리카 컵의 향배가 결정되는 건. 버뮤다는 미국의 대서양

비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이어서, 당신은 조정을, 택

연안에서 600 마일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자그마한 열대
섬이다. ‘아메리카 컵’은 오늘날 요트 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대회로, 벤 에인슬리 경으로
하여금 자신과 팀 동료들을

12-15 HOURS
주당 체력단련 시간

팀 연령대

파워가 필요한데, 이 수력학 시스템에 파워를 공급하는 동력은 네

덕분에 당신은 잠시나마 쉴 시간을 얻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일 것이다. 올 여름 버뮤다의 하늘빛 해상에서

24-40세

foil’이라 불리는, 정밀하게 제작된 매끈한 수중익선(하이드로포일)

랜드로버 바로 함께하게 한,

그래서 올 5월 과 6월 세계의
다른 강력한 다섯 개 팀에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50피트 길이의 이 쌍동선이 일직선으로 계속
(바람 맞는 방향을 90도 각도로 바꾸며 전진하기)을, 자이브(바람을

뒤에서 맞으며 90도 돌리며 가기)를 해야만 한다. 6명의 선수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힘을 수력학 시스템으로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선수들은 제어력을
더 많이 갖게 되어 효과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제어력은 곧 더 빠른 스피드를 의미한다.

규정이 금지하지 않았다면, 이번 아메리카 컵 클래스의

맞서도록 한 대회이기도 하다.

쌍동선들은 유로파이터Eurofighter 같은 현대의 군사용 제트기에서나

생각할 줄 아는 남자의

그렇게 되었다면 안정적인 비행은 곧 디지털 놀이를 의미했을 것이다.

요트 경기는 대체적으로

스포츠였다. 사고의 민첩성이

체력을 이기는 경기인 탓이다.
그러나 현대의 아메리카 컵은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체력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지난 166년, 대회가
열렸던 전 기간 동안, 커다란 돛을 당기기 위해 윈치winch를 돌리고,
라이벌들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트를 조정하는, 힘이 장사인

요트 선수들이 언제나 요구되었다. 하지만 2007년까지만 해도, 대회에

볼 수 있을 최신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전자기기를 장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기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관건은 보트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게 할 6명의 세일러들의 (1명의 키잡이, 윙 세일
트리머, 4명의 그라인더) 정신적, 육체적 스킬의 문제로 압축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진정한 한계 요소는 세일러들이 핸들로 창출할
수 있는 물리력인 것. 오늘의 아메리카 컵이 열리는 수면 위에서 영광
또는 패배를 가르는 건 바로 얼마나 신체가 튼튼한가인 것이다.
그러한 가장 약한 고리를 가능한 한 강력하게 만들 임무.

참가한 보트는 무거운 킬보트keelboat였고, 경주 시간이 1시간 이상

이 임무를 맡은 선수가 있다. 바로 벤 윌리엄스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정도로 코스가 길었다. 힘은 유용했지만, 심혈관 건강은 덜 중요했다.

를 사랑하여 요트 선수가 되었다. 윌리엄스는 맞춤형 랜드로버 바

소요되고 각 레이스 사이에 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을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 킬보트는 수면 위를 헤쳐
나가는 경량의 탄소섬유 쌍동선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경주 코스는
훨씬 더 짧아져서 경쟁은 한결 더 팽팽해졌다. 그렇지만 이 아메리카
컵 클래스 다동선들은 자체 힘으로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불안정한 기계들이어서 조정되지 않을 때 단 몇 초 만에

중심을 잃고 마는 것. 수면 위로는 바람을 포획하고 힘을 제공하는 24

사하라 사막 마라톤(MDS) 경주 같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스포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손수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공원 걷기 따위는 아니다.

“킬보트로 하는 구식 레이싱을 살펴보니 노동 및 휴식의 비율이

1: 6이더라구요. 반면 지금은 6: 1 정도 되지요. 경기 출발부터 종료
때까지 최대로 힘을 내는 것이죠.” 그의 말이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39

시선이 집중되다: 랜드로버 바 팀의
장이자 선장인 벤 에인슬리 경이

동료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수면에서 승리로 팀을 이끌 순간적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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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바 팀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아메리카컵 클래스 보트를

스콧이 소리지른다. 아마도 그는 같은 질문에 답변을 너무 여러 번

승리하려면 경쟁이 시작되는 5월까지는, 출발점을 넘는 순간부터

초기에 랜드로버 바는 비-요트 전문가 몇몇을 테스트했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서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더 잘 익혀가고 있다. 레이스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보트 포일[수중 날개]이 해면 위에 계속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계의 상식이다. 한 순간이라도 아래로

내려가면 속도는 급속히 내려가서 아마 이런 사태는 승리를 상대에게
내줌을 뜻할 것이다.

윌리엄의 임무는 그의 동료 모두가 다른 5개 팀의 적들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하는 보통 때, 하루 최대 5-6시간을
해상에서 보내는 것 말고도, 선수들은 매주마다 12-15시간 동안

헬스장 트레이닝도 하고 있다. “헬스장에서의 제 미션은 좋은 체격의

25,500 KILOS
한 주에 일인당

알아냈다. 스콧의 동료 닉 허튼이 왜 세일링 스킬이 중요한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중요한 건 말로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이해죠. 즉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 말이에요.
만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무언가 일이 터지거나 잘못되면,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무엇을 할지 알아야 해요. 보트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너무 늦은 거죠.”

바로 생각하기, 부담 속에서 생각하기가 생명인 것. 핸들을 돌려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허튼의 임무는 버튼을 눌러

“체격 좋고, 건강하며, 충분히 물을

머리가 요구된다. 이걸 잘못하면 보트는 수면 아래로 돌진할 수 있고,

이라고 윌리엄스는 말한다.

섭취했고 연료도 충전한 선수를

들어올린 평균 무게

UP TO

전술적으로 더 우수한 상태가

체력 단련 및 세일링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그들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인당 칼로리 소비량

이 난해한 스포츠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건강한 운동선수를 만들어내는 것”

더 많이 보트에 보내면 보낼수록,

35,000 KCAL/ WEEK

했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윌리엄스가 지적하듯, 한 두 해전 캠페인

되니까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이죠.”

자일스 스콧은 바로 그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선수다.

이 1. 98m의 거인은 지난 여름 2016 리우 올림픽 때 싱글 핸드 핀
클라스에서 압도적인 리드로 금메달을 거머쥔, 대단히 유능하고
재능 넘치는 선수다. 핀 세일링은 극도의 물리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스콧은 고통을 이기는 데 익숙하다. 비록 지금 그 고통은 다른
장소에서의 고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핀 세일링 할 때는 다리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상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트들은 다른 보트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경기를 준비해야

수중익선을 제어하는 것이어서 그에게는 정확히 이를 수행할 명석한

그러면 게임은 끝이다.스콧은 레이스 동안 명령을 내릴 전략가 역할을
맡는데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일에 동시에 매진해야 한다. 하나는

그라인딩이라는 체력을 요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적과의 두뇌게임을
수행하며 승리로 이끄는 결정사항을 후미에서 키를 잡고 있는 그의
보스, 벤 에인슬리 경에게 전하는 일이다.

“일종의 균형잡기에요.” 스콧의 말이다. “완전히 머리를 아래로

숙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에요. 왜냐면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여
확실히 보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제가

잠시 물러나고 다른 친구들이 육체 노동을 담당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때 제 일은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죠.”

힘이 넘치는 스콧조차도 버뮤다에 있는 이들의 기지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윌리엄즈가 준비해놓은 고문을 생각하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칠판에 적힌 것,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숫자를

보니, 오후에 해야 하는 과제가 약간 두렵게 느껴지네요. 솔직히
말하면요.”

오래된 군대의 모토, “훈련은 힘들게, 전투는 쉽게’라는 말이

하고 우리의 트레이닝 방식은 퍽이나 혹독하죠.”

떠오른다. 훈련이 고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메리카 컵 우승을 향한

그토록 강조한다면, 왜 랜드로버 바는 요트 계 밖에서, 이를테면

한 번도 이 트로피를 거머쥐지 못하고 시도만 해왔다. 이것이 역사이고,

가능한 한 핸들을 강하게 돌리는, 전력을 다하는 파워 머신들을

조정이나 카누 같은 파워 스포츠 세계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던
건지 궁금하다. “왜냐면 그들은 보트를 몰 줄 모르니까요, 앤디!”

전투는 더욱 고될 것이다. 어찌되었든 영국은 1851년 이래 지금까지 단
랜드로버 바 선수들로 하여금 가혹하지만 필요한 트레이닝 체제에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계속 훈련 받게 만드는 그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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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바 팀을 35회 아메리카 컵의 우승자로
만드는 과업에, 오직 보트에만 전념하는
전문가 팀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선진 컴퓨터 과학, 방대한 데이터, 정교한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회수 체계

W O R 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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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컵을 향한 배틀은 1851년 와이트 섬 근방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열린 이래
어느 대회에서나 지금만큼이나 험난했다. 우승에 욕심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

“올드 머그the Auld Mug”라는 애칭으로 불려온 트로피를 차지하려는 배틀은 지난
166년 간 계속되었다. 해상에서, 종이 위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

(랜드로버 바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각광받는 트로피 중 하나를 고국으로 가져오려고
마지막 전력질주를 준비 중인 때 말이다) 그 전투는 새로운, 보다 진보된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빅 데이터라는 영역이다.

이 새 전투의 진정한 결과는 올 6월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벤 에인슬리 경과

랜드로버 바 팀이, 35회를 맞는 이 대회의 타이틀을 영국으로 가져오려는 목표로

버뮤타 해상에서 돛을 설치하는 시점 말이다. 이들이 제 길을 가도록 돕고자 재규어

랜드로버의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은,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인공지능과 함께

빅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 과학의 성과와 최신 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 중인데, 보팅 주행력을 향상시켜 팀을 선두에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재규어 랜드로버의 혁신 가속화 팀을 이끌고

있는 짐 존스톤의 말이다. 존스턴은 랜드로버 바 팀이 해상에서든 물 밖에서든 선두에
서도록 돕는 스마트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한

커넥션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존스턴은 여러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재규어
랜드로버 엔지니어인 마우리치오 무노즈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무노즈는 MIT 졸업생으로, 랜드로버 바 데이터 팀에 소속되어 현재 일주일 중

절반을 고즈넉한 포츠마우쓰 해안선에 위치한 매끈한 최첨단 본부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임무는 랜드로버 바 아메리카 컵 클래스 보트에서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이를 위해서 그는 대회 전 트레이닝 기간 동안 세일링 팀이 하는 모든
활동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강력한 머신러닝 테크닉을 활용하고 있다.

8천만 개
테스트 당 분석되는
전산 세포들

초당

56개

보트 조정활동 시
기록되는 기록물들

C O M P O S I N G : G E T T Y I M A G E S , D PA P I C T U R E A L L I A N C E , H A R R Y K E N N E Y- H E R B E R T

이 데이터는 300개 가까운 채널들에서 수신되고 있는데, 초당 500회라는

경이로운 회수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보트 선상의 섬유 시각 센서도 이 채널들에
포함된다. 이 채널들은 기록된 데이터를 무노즈가 이끄는 포츠마우쓰의 팀에

전달하는데, 해상 주행력이 향상되었는지 그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 뒤에, 같은 정보는 디자인 팀, 콘셉트 팀으로 전달된다. 실제적, 관찰된 데이터를
반영해 만들어진, 보트의 바람직한 행동 방식에 관한 그들의 이론 모델이 과연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 검증 과정과 함께 이 팀들은 그 정보를 활용하여 보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수정할 수 있다.

모델링 콘셉트와 데이터 통찰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보트 구성요소들에 따른 주행력 차이는 1에서 5 노트knot가 아니라 0.1에서
0.5노트 사이인 까닭이다. 리프트, 드래그, 사이드포스 그리고 기류의 총량 등

주행력을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을 기록함으로써, 팀은 이를테면 최적의 직선 주행,

완벽한 택tack, 지브gybe 조정능력 또는 구성요소 무게를 (즉, 아메리카 컵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을) 성취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우리에겐 어떤 버튼이 눌러 졌는지에서부터 돛의 최상단 쪽 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센서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죠.” 랜드로버 바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리처드 홉커크의 말이다. 리처드는 맥라렌 포뮬라 1에 참여한 바
있는데, 그 대회 후에 팀에 합류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2등과 간발의 차이로
우승했는데, 우승의 동력은 온-트랙 피드백의 활용이었고, 이 피드백은 자동차
대기소에서부터 트랙까지 전 과정을 살피는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간도 스크린 상에서 이상한 패턴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의 말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고된 시각 노동을 해야 하죠. 머신러닝과 융합된 방대한 데이터 세트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보된 통계학이죠) 그러한 패턴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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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바 데이터 팀은
UK 포츠마우쓰에
자리잡고 있으며, 해상
주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짐 존스톤(왼쪽), 리처드
홉커크(아래 왼쪽) 그리고
마우리치오 무노즈(아래
오른쪽)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곳에 정보를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과도 같죠.” 무노즈는 말한다. “우리는 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패들 각각의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찾아내요. 그 다음엔 이 조각들을

붙여서 더 큰 전체의 그림을 얻어낸답니다.” 투입과 산출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거대한 그림을 얻어내기 위해서, 1회의 훈련
세션에서 보트에서 일어나는 일 외 다른 영역으로도 분석 영역은

확장된다. 무노즈의 설명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일별 수행력 분석법을
넘어서는 분석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그 날의 데이터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얻어낸 바와

비교하죠.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찾아내면, 보트 개발 과정에서 보다 더
똑똑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에서요.”

그러나 결코 말처럼 단순한 건 아니다. “세일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포뮬라 1과는 달리, 문제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무노즈의 말이다. “보트에서 통제 가능한 모든
변수가 똑같더라도, 보트 주행력이 매일 극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포츠마우쓰 팀이 자신들의 분석에서 점점 더 많은
시나리오들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 여러 변수들은

그들에게 최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수면상의 10 노트
풍속으로 명시된 것은 실제로는 7 노트와 13노트 사이, 그 중간일 수

“ 아 메 리 카 컵 우 승 을 향 한
전투는 지금 새로운, 보다
진보된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빅 데이터라는
영역이다.”

변수들과 레이싱 팀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컨대 수중익선의
교체) 합하게 되면, 정말로 복잡해지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보트 위의 어느 요소를 변형하거나 바꾼다면, 당신은

그 특정한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이해하고, 다른 잡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존스턴의 말이다. “보트 센서들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 자체가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디자인한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이 정보의 더미를 걸러내고 계속해
변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찾아내죠.” 소소한 이러한 변화들을

포츠마우쓰의 데이터 팀과 버뮤다의 요트
팀은 상호 협조 속에서 R1 랜드로버 바
아메리카 컵 클래스 보트의 가능한 한

최대치의 최적화라는 목적에, 자신들이

발견한 바를 비추어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팀은

상대적으로 젊은 팀이다. 반면 상대는 수십

있고, 수중의 해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메리카 컵
클래스 보트에서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활용하여 보트 디자인을 향상시키며,

년 간의 경험을 지닌 이들이다. 하지만 그간

포츠마우쓰의 선수들은 자동차 디자인과 연구를 통해서 재규어

랜드로버가 개발했던 테크놀로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이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진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존스턴은 이렇게 덧붙인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건, 자가 학습하는 자동차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한 경험을 했던 재규어
랜드로버의 힘이 컸어요. 공기역학,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개발한 워크스트림과 결합된 머신 러닝 파워 같은 테크놀로지
말이에요.”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답니다.” 홉커크의 발언이다.

THE 35TH AMERICA’S CUP
Dates: 5월 26일-6월 27일

Boat Class: 아메리카 컵에 출전하는 모든

Location: 버뮤다

룰’을 따라야 한다. 모든 팀은 이 규정을 준수

Number of teams: 6팀
(방어자 1, 도전자 5)

Defending Champion: 오라클 팀 USA
(선장: 지미 스핏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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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들은 일정한 디자인 규정, 이른바 ‘클래스
해야 하는 동시에, 이 레이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신들만의 보트를 제시해야만 한다.

“버뮤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확히 제 자리에 있게 해야 해요. 다른
팀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도는 없지만, 주행력

데이터에 대한 대규모 분석 분야에선 아마도 우리가 세계 최고일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중요한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알고리즘을 보강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어내기
위해서죠.”

“이 모든 것은 승리를, 컵을 고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죠.”

존스톤의 말이 이어진다. “핵심 동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홉커크는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대회에서 얻고 있는 통찰들을 다음 대회에도, 먼 미래에도 활용할
계획이니까요.”

P H O T O G R A P H Y : H A R R Y K E N N E Y- H E R B E R T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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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개 채널

보트에서의 실시간

정보를 받는 채널

175 기가바이트

시뮬레이션 당

획득되는 데이터

45

장치에서 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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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전통적 보트 제작 기술은 오늘날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포츠마우쓰의 히스토릭 덕야드에서는 특히 그렇다.
또한 아메리카 컵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자기 방식으로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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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복원 이후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의 설명이다. “이 배는 빼어난 항해 트레이닝 선박이 될 거예요.

카우즈에 있는 왕립 요트 함대 클럽하우스에 또는 심지어 곧 있을

아메리카 컵을 향한 벤 경의 야망에 추가되는 멋진 작품일 겁니다.”

복원된 돌리 바르덴은 레이싱 요트 엔지니어링 역사상 가장 최신 작품
옆에 놓이게 될 예정으로, 영국 보트 제작 디자인 역사에 남을 빼어난
전시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보트를 처음 제작했던
시절의 지혜는 오늘날
아메리카 컵 보트들이
어떻게 디자인되는지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IBTC 포츠마우쓰
최고운영책임자인 짐
브룩 존스의 말이다.

IBTC포츠마우쓰는 18개월 전에 개장했고, 1930년대 지어진 한

경이로운 군사 산업 건축물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톱니 모양의
루프라인은, 정박 독과 운하로 향해 있는 4개의 겐트리 크레인

(문형 기중기)을 덮고 있다. 안쪽에서는 일꾼들의 낮은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간간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즉 해머가 철을 치는
소리와 교직된다. 한때 이 소리는 영국의 모든 산업 도시에서 들리던
소리였을 것이다. 다시 나타난 이 소리는 스스로 제 존재를 알리고
있다.

“약 40개 보트가 여기 있답니다.” 브룩 존스의 설명이 이어진다.

포츠마우쓰 항구 바다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구형 잇첸itchen 페리
스타일의 돛단배의 골격이 하나 서 있다. 이 골격의 이름은 돌리

바르덴. 찰스 디킨스의 소설 <바나비 러지Barnaby Rudge>의 악명
높은 인물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나 이 배의 명성은 그 이름과는

판연히 다르다. 이 선박이 없었다면, 랜드로버 바 Land Rover BAR

(벤 에인슬리 레이싱(BAR) 그리고 영국을 위해서 아메리카 컵 우승을
노리는 랜드로버와의 공동작품)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carvel*이든, 클링커clinker*든, 아니면 구리 못과 로브roves를 갖춘
더블 다이어게널 double-diagonal* 이든 마찬가지에요.” 10대에서
은퇴한 이들에 이르는, 다양한 나이 때의 훈련생들은 엄청난 양의

대팻밥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일한다. “현재 37명의 훈련생들이 있어요.
3개월마다 새로 충원되고요.” 브룩 존스의 말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장고에는, 두 명의 공구제작자가 기부된 공구들이 담긴 박스를 옆에
끼고 수선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있다. “좋은 상태로 복원된

돌리 바르덴은 포츠마우쓰 국제 보트제작 트레이닝 칼리지(IBTC)가

옛 공구들이 새 공구보다 늘 좋은 법”이라고 브룩 존스는 말한다.

있다. 랜드로버 바의 새로운 본사로부터 겨우 몇 백 미터 떨어진

처음 3개월 간은 결구법에 매진하는데, 첫 시작은 너도밤나무 나무망치

있는 곳인 포츠마우쓰 히스토릭 덕야드 내 보트하우스 4에 자리를 잡고
곳이지만, 첫 눈에 나무 이음매 작업을 하는 훈련생 목공들은 탄소 섬유
엔지니어링 기술을 구사하는 벤 경의 팀과는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행운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장인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개체는 목재이지만,

“우리는 훈련생들에게 자기만의 공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들기이고, 끝은 열장이음으로 된, 자기만의 선박제조공 공구박스
만들기죠.”

이러한 풍요로운 장인정신은 솔리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랜드로버

재탄생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시리즈I 랜드로버들을 과거에 누리던

모든 분야에 장인정신이 깃들도록 하고 있죠. 장인정신은 믿을 수 없을

영광에 맞게 단계별로 공들여 복원하는 작업 말이다. 브룩 존스는

최고운영책임자 짐 브룩 존스의 말이다. “전통 보트 제작을 과목으로

가리킨다. “훈련생들은 보트에서 라인을 제거하는 법, 실제 크기

만큼 다른 분야에 쉽게 적용되거든요.” IBTC 포츠마우쓰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작업들의 왕이기 때문이죠. 수공구와
기계를 사용해서 목재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수 있게 되면, 다른
형태의 보트 제작에도 투입될 수 있으니까요.”

아메리카 컵에서의 영국의 성공. 이것이 첫 발을 내디딘 건 돌리

바르덴의 디자인 혁명 속에서였다. “초기에 이 배를 구매한 이는
위대한 돛 제작자인 토마스 렛시 그리고 선박장치 디자이너들은

렛시와 랩쏜이었죠.” 브룩 존스의 설명이다. “녀석은 60년 동안 열심히
달렸어요. 녀석의 프레임을 이루는 목재들은 2배, 3배로 늘어났고,

언제나 더 강력한 힘을 얻었죠. 6.5 톤의 납이 녀석의 무릎에 볼트로

박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견고함을 만들어내서 거대한 선박장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렛시는 초창기 아메리카 컵에 우리가

출전할 때 큰 도움이 된 사람인데, 바로 이 보트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실험을 전개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녀석의 가치를 알아채고 1파운드에
구매했을 때 녀석은 절단되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더러
녀석을 가져가라고 했죠.”

브룩 존스는 이 배의 복원이 영국 해양사에 출현한 한 사물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영국 선박/항해 계보에도 기여할
48

“전부 전통적인 선박용 두꺼운 판자로 제작된 것들이죠. 그것이 카벨

다트머스 기그Dartmouth gigs* 한 쌍의, 이랑 무늬가 있는 선체를
도면을 그려 준비하는 법, 복제품을 제조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의 설명이다. “보트에서 라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죠. 선체 모양은 매우 중요해요. 물푸레나무 뼈대로 된 빈티지
차량을 제조하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이죠. 둥근 선형을 만들어내는

작업 말이에요. 목재를 잘 보존하는데, 그걸로 옛 선박에 작업을 하죠.
새로운 것들을 그 선박에 붙이면서요. 심지어는 옛 선박에 있는

숫자들까지 보존해요. 그러고는 거기에 무늬를 새겨 넣어 새로운

트랜솜transom[선박 후미의 표면]에 박아 넣죠.” 진정한 장인정신의
핵심은 옛 것과 새 것의 융합이다. “우리는 거대한 항해 유산을 지닌

해양 국가에 살고 있어요.” 브룩 존스는 듣는 이를 열광시키며 말한다. “
벤 에인슬리는 그러한 체인의 연결점 중 최근의 연결점이고요. 그의
존재는 그가 하고 있는 작업만큼이나 소중하지요. 하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미래를 알려주니까요.”
* 선박의 종류들

더 많이 알아보기

랜드로버가 고유의 아이콘인 시리즈 I 를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여 복원하고
있는지 #Land Rover Reborn으로 검색해보세요

“ 진 정 한 장 인 정 신 의
핵심은 옛것과
새것의 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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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레인지로버 벨라의 도입과 더불어, 랜드로버는
1970년부터 출시된 최초의 레인지 로버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 이 첫 모델들이 부활되고 있는데,
이로써 자신만의 클래스를 만들어온 어느 한 차량의
이야기에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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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는 뉴 레인지로버
재탄생 프로그램과 함께

오리지널 레인지로버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원래의

영광대로 완전히 복원되는 첫
번째 차량은 바로 이 1978년
모델로, 별칭이 '카 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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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시된 네 종류의 레인지로버는 각각
모던 클래식의 제작 과정에서 한 챕터를

C L ASS I C

대표한다. 이 상징적 차량이 전지형 주행
성능이라는 자신만의 트레이드마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혁명적 오프-로더에서
세련된 럭셔리 SUV로 진화해가는 여정

L 4 0 5

L 3 2 2

P 3 8 A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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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지속된다

1969-1970: VELAR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차량. 처음부터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특별한 사전제작 모델은 고품격 살롱 자동차들이
으레 제공하는 수준의 편안함을 주는 고성능 럭셔리 오프로더 개발이라는 목표로 제작 및 테스팅되었다. 이 진귀한
벨라는 오직 26대만 제작되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수집가들이
열광적으로 찾는 모델이 되었다.

레인지로버는 세계 최초의 럭셔리 SUV였다. 그리고 벨라는 첫 번째
레인지로버였다. 이 이름은 이제 레인지로버의 특별한 47년 역사를

둘로 나눈다. 즉, 1970년대 초반 솔리헐 공장을 빠져 나오던 첫 번째
레인지로버들과 레인지로버 패밀리에 최근 추가된 모델, 둘 다를

지시한다. 하지만 지금 레인지로버의 유산을 기념하는 이 이름은 원래
자기의 중요성을 위장하기 위해 작명된 것이었다.

1970: RANGE ROVER CL ASSIC
오리지널이다. 1970년 6월 첫 출시되었고, 1981년 4도어가
그 뒤를 이었다. 첫 차량들은 1987년 미국에 수출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 두 해 뒤 계승자를 만나게 된다.

벨라라는 이름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자못 흥미롭다.

오리지널 레인지로버의 정말로 상징적인 외모가 다른 무언가로 오해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970년 대중 앞에
공개되기 전 도로 테스팅을 받으려고 솔리헐의 게이트로부터

첫 번째 원형이자 사전제작된 레인지로버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외양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랜드로버의

모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이감을 유지하고자

1994: RANGE ROVER P38A

제품이 디자인되었던 건물의 이름을 땄다. 오리지널 제품이
출시된 지 24년 후, 레인지로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며
제조한 첫 번째 차량이다. 디자이너이자 여왕의 조카인
데이비드 린리가 개발했던 P38A ‘린리’는 차량의 고급스러움
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가격은 10만 파운드였다.
오프-로더 한 대 가격으로서는 전대미문의 가격.

초기 원형 제품들은 벨라라는 이름을 코에 달고 출시되었다. 심지어
런던의 한 동네인 싸우쓰 런던에서는 회사명으로 등록되기조차

했는데, ‘랜드로버’가 아닌 ‘벨라’가 이 차량의 세금 및 등록 서류상에
나타났었다. ‘벨라Velar’는 스페인어로는 ‘지키다’, 이태리어로는

‘가리다’는 뜻으로, 원래는 엔지니어들이 붙인 재치 있는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감미로운 어감과 ‘속도velocity’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의 빠르고 섬세한 벨라를 위해서도 여전히 딱
들어맞고 또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름이다. 랜드로버 디자인
감독 개리 맥거번은 지금의 벨라를 ‘우아하고’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2001: RANGE ROVER L322

‘이제껏 나왔던 자동차 가운데 가장 넓은 범주의 성능’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선 보인 3세대 레인지로버. 이 문구에 이견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절대 모던을 견지한 최고 기량의 리디자인
이었다. 차체는 모노코크 방식으로 제조되었고, 특히 캐빈[객실]
은 똑똑하고 독창적이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없는’ 제품으로 묘사한다. (20-31쪽을 보시라.)

그러나 2017년의 동명 제품의 공개가 곧 레인지로버의 출시를

처음 목도했던 한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 정반대로,

초기 레인지로버 차량의 역사적 중요성이 그리고 랜드로버 역사에서
이 차량이 차지하는 선도적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이 차량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해왔다.

만일 완전히 오리지널인, 1세대 벨라를 원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클래식 레인지로버들 모두 가격이 최근 급상승했지만

2012: RANGE ROVER L405
또 하나의 혁명. 알루미늄 제조로의 전환으로 최소 4명의 성인
몸무게가 차량에서 덜어졌다. 감소된 질량과 증가한 견고성이
레인지로버의 성능, 핸들링, 세련미, 그리고 연료비 및 배출량,
이 모두를 바꾸었다.

최초 모델은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관점이 약간 변화하면서, 클래식

차량 수집가들은 자동차 역사에 나타난 랜드마크 모델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소장목록에 추가할 좋은 모델을 앞
다투어 찾고 있다. 그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나 터닝 포인트가 된

차량들을 선호하는데, 오리지널 랜드로버는 두 조건을 다 충족한다.

그들은 또한 최초의 제품, 희귀 제품을 좋아한다. 제조된 7대의 원형
중에서 오직 2대의 원형만이 생존했다고 추정되며, 오리지널 벨라

배지를 달았던 사전제작 차량은 단 26대만 제조되었다. 이러한 제품을
하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다. 찾는다 해도 치열한 경쟁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3년 전, 최초의 사전제작 레인지로버는 옥션에서
13만 2천 파운드에 거래되었다. 지금은 훨씬 더 고가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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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지속된다

“ 수 집 가 들 은 벤 치 마 킹 의
대상이나 터닝 포인트가
된 차량들을 선호하는데,
오리지널 랜드로버는
두 조건을 다 충족한다”

말이다. “우리는 그저 이 첫 자동차들을 만들었던 스펜 킹 그리고 다른
전설적인 엔지니어들이 시작했던 일을 지속할 뿐이랍니다. 원본의

설계 도안과 기술 청사진을 활용해서 레인지로버 제품을 복원하는 일

자체가 주는 신뢰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나온 클래식 모델들을
(그 제품들이 신제품이었을 때) 제조했던 친구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죠.”

마이크는 수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탄생 시리즈

I에 대한 수요가 기대치 이상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수요가 홍수처럼

범람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고, 프로그램이 계속 됨에 따라 이제는
부활 작업에 적합한 레인지로버를 찾느라 전 세계를 뛰어다녀야 할
지경이다.

자동차 디자인에서의 고전들이다. 그렇지만 이 차량들의 모든 면이

그렇다고 공장 뒤쪽에 판매 안 된 것들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성능, 노면유지성능, 기계적 세련성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들 중

2 도어 레인지로버를 구매하는 것. 타임머신을 탈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역사적 차량들을 되살리려는 랜드로버 ‘클래식’의 작업의
일환으로,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은 1970년대 영국 솔리헐에서

시작되었던 그 시점의 본래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랜드로버의 ‘클래식’ 부서는 이미 60 대가 넘는 재탄생 시리즈 I들을

제조했는데, 각각의 자동차는 그걸 처음 제조했던 회사에 의해, 같은
도시에서, 원래 도안을 활용하여 새 차 같은 상태로 복원되었다.

(원라이프 33호, 62-67쪽 “Extreme Make Over”를 보시라.) 이제 이

부서는 재탄생 프로그램을 초기의, 2도어 레인지로버 모델들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복원된 첫 번째 차량은 영국산이며 바하마 골드 색의 1978

다 나무랄 데 없었던 건 아니다. 이들의 ‘고급함’은 세단과 비슷한
그 어느 요소도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이 차량들의 캐빈은 스파르타 식으로 거칠었다. 즉, 최초의
레인지로버들의 시트는 플라스틱 소재였는데, 이 차량은 잘 사는

농부들이 가축을 옮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옮긴 후에는 그들을 씻길
것이라고 당시 제조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일부는 그런

용도로 썼을 것이지만, 보다 많은 레인지로버들은 도시에 또는 도로의
추월 차선에 있었거나 영국 시골의 대 가옥 바깥에 주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수집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초기의 플라스틱 인테리어들이다. 또한 이것은 마이크가
복원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첫 번째 벨라에서부터 최신의 벨라에

년 모델로, 얼마 전 완성되어 빠리의 레트로모빌 클래식 자동차

이르기까지 레인지로버의 스토리는 차량의 디자인 DNA를

제작 과정에 투입되었는데 이것도 복원 과정의 일부였다. 이 중 일부는

조화롭게 고급성을 추가해가는 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 저

박람회에서 공개되었다. 공장 스탠다드에 맞게 수많은 부품과 패널들이
수년 간 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차량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복원
작업을 위해 부품들이 수집되고 있다.

마이크 비숍은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감독이다. 그는 열네

살 때, 호주에 있던 2500 에이커 규모의 자기 집 농장에서 처음으로
랜드로버를 운전했는데, 그 뒤로 언제나 이 차량들에 빠져 살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랜드로버 팬이자 수집가였는데 지금은 솔리헐

최고의 복원가다. 그는 고객들의 심경을 잘 이해한다. 만일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였을 테니 말이다.
“우리 고객들은 이곳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상태로, 바로 그 공장이 되돌려놓는 어느 한 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의
54

그가 복원할 예정인 초기 자동차들은 단 번에 성공을 거둔 것이자

보다 쉬운 선택지는 공장에서 따끈따끈한 1970년대 오리지널 모델인

희석시키거나 다양한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고, 차량의 세련됨과

초기의 플라스틱 인테리어들은 오늘날 (고급 SUV들만이 아니라)

모든 고급 자동차들을 위한 벤치마크인 캐빈으로 진화해갔던 것이다.
이제 레인지로버들은 오리지널의 출력인 3.5 리터 V8보다 몇 배 높은
출력을, 그리고 1970년에는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지능 기술
덕분에 확장되어온 전지형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오리지널 레인지로버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틀림없이 우주선

같이 보였을 거에요.” 마이크의 말이다. “상상해보세요, 그 차가 비틀

옆에 또는 1970년에 구매 가능했던 그 어떤 자동차 옆에 주차해 있는
모습을요. 뉴 레인지로버 벨라도 같은 효과를 낼 겁니다. 믿기 어려운
디자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레인지로버 재탄생 프로그램과의
링크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최초의 벨라들은 비밀리에

제조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주행
테스팅을 받았다. 매우 희귀한
일이긴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다.

모로코, 마라캐시, 제마 엘 프나

마켓, 자기 형제 옆에 주차해 있는
아래에 보이는 벨라 (레인지로버

SVAutobiography)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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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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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동반자에서부터 여행의 스릴까지: 인류와의
이 우정 관계는 문명 사회만큼이나 오래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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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친구

“개들은 우리의
모험심을
대부분의�견주들은�잘�알고�상상만으로도�행복한�장면:

자존감�향상과�같이�인간의�정신�건강에�많은�도움을

함께 하며,

차량�상태�체크�완료, 연료�탱크�체크�완료, 일정도

된다. 개를�키우는�이들은�그렇지�않은�이들보다

언제나

체크�완료. 그리고�당신의�소중한�친구가�행복한

우울증에�걸릴�확률이�더�적으며, 사회학적�관점으로는,

뒷좌석에 뛰어

표정으로�당신의�발�밑을�맴돌며, 당신의�눈치만�보며�새
여행의�출발을�목이�빠지게�기대하고�있는�중.

개와�산책하는�이들은�다른�이들의�눈에�친절하고�또
다가가기�쉬운�사람들로�인식된다고�한다.

올라탈 준비가

반려견과�함께�라이드ride하는�순간을�평범한�일상생활

물론�오늘날�우리는�단지�그들과�함께�걷기만�하는

되어 있다.”

중의�하나이지만, 그�중�가장�최고의�순간이기도�하다.

게�아니라, 함께�드라이브도�한다. 함께�하는�드라이브는
우리와�우리의�애견들에게�기쁨의�순간을�맛보게�하고

최근에�영국�남부�스톤헨지�선사�유적지�근처에

단조로운�우리의�일상을�모험과�설렘으로�가득

위치한�블릭�미드Blick Mead의�발굴현장에서�이

유대관계가�얼마나�오래되고�각별한�지를�새롭게�조명해주시켜주는

채워준다.모든�종의�개들의�본성이�모험을�즐기는�건�아니지만, "

오록스aurochs [유럽의�들소]의�뼈들�사이에서�어떤�개의�이빨이�발굴된

대부분의�개들의�호기심과�발견에�대한�욕망이�촉발된다.

증거가�발견되었다. 타버린�돌들, 고대의�목공�도구들과�함께�화석이�된
것. 이를�발굴한�사람들은�간선도로 A303 바로�옆에�있는�발굴터�진흙

라이드"를�통해�세상의�새롭고�상상하지�못한�것들을�보게�되면서,
어떤�개들은�코에 2억�개가�넘는�후각수용체를�가지고�있다.

구덩이에서�작업하던�이들이었다. 이�화석은�저먼�셰파드와�비슷한

(사람은 5백만�개�가지고�있다.) 만약에�당신이�차를�몰고�가다가

것으로�추정된다.

다발로�스쳐가는�인상적인�순간이�된다. 앞에서�언급된�스톤헤지의

사이즈인�개의�화석으로, 약 7,500년�전�스톤헨지에서�마지막�숨을�토했을
게다가�분석에�따르면, 이�의문의�개는 250마일�떨어진�요크�계곡에서

물을�마셨다는�사실이�있다. 이는�블릭�미드의�대피호에서�끝난�이�개의
여정이�영국에서�기록된�가장�오래된�여정들�중�하나가�될�수�있었다는

차창을�연다면, 말�그대로�그�상황은�개에게는�새롭고�경이로운�것들이
셰퍼드와�당신의�개가�지닌�본능도�마찬가지다. 일부�연구자들은

개들이�빠르게�움직이는�차�안에�앉아�있으면, 본인이�가장�좋아하는

사냥꾼인�당신과�다른�사냥꾼들을�뒤에서�함께�가는�느낌을�받는다는

이론을�제시했다. 빠른�속도로�지나가는�물체들이�개들의�아주�오래된

것을�의미한다. 이�사건에�대해�연구자들은�다음과�같은�놀라운�결론을

추격�본능과�사냥�본능을�자극하기�때문이다. 차�안으로�뛰어�올라타는

제시한다. 이�개는�아마도�선사시대에�요크에서�스톤헨지까지의�고된
여정을�한�사냥개이며, 혼자가�아닌, 주인과�함께�남쪽으로�이동하고

있었을�것이다. 이�스톤헨지에서�발견된�이빨은�인간이�길들여진�개와�함께
산책을�했었다는�사실을�보여주는, 영국�역사상�가장�오래된�증거라고
연구자들은�말한다.

인간과�동물이�함께�한�첫�번째�여행은�순전히�실용적�목적을�지녔던

것으로�보인다. 연구자들에�따르면, 초기의�애견들은�사냥감을�찾아내고
약탈자들과�적들로부터�영토를�지키는�등�사냥개와

것은�당신과�개가�단순히�어디론가�떠나는�것�이상이다. 사실상

이것은�당신의�개에게�깊은�곳에�자리잡은�근본적인�행복을�주는

찰나의�기회인�것이다. 공원에서�하는�테니스�경기에서�공을�쫓아가든,
아니면�도로에서�우리�옆에서�함께�달리든, 개들에게는�우리를

행복하게�만드는�천부적인�재능이�있다. 이는�마치�선물�처럼�수�천년이
흐르면서�완벽함으로�발달되었다. 개들은�우리가�매일�귀가할�때마다

코를�부비면서�침대에서�어서�나오라고�재촉한다.

빠르게�흘러갔고, 오늘날�그�관계는�크게�변모했다.
사회가�많이�성장하였듯이, 그에�따라�인간과

인간의�베스트�프랜드�사이의�유대관계도�함께

진화하였다. “애견과�산책하기”는�더�이상�영토를
지키기�위함이�아니라, 전�세계의�수많은�수많은

견주들과개들의 건강한�라이프�스타일의�주요한
요소이다. 최근�몇�년�간�연구자들은�인간과�개의

관계가�얼마나�유익한�관계인지를�이해하게�되었다.

많은�연구들을�통해, 견주들이�개와의�산책을�통해서
신체�건강�향상, 혈압�안정, 스트레스�레벨�저하�등

건강에�대한�다양한�이득과�사회적�이득을�얻을�수

있다는�점이�밝혀졌다. 거리나�공터�혹은�숲�속을�함께
거닐�때, 애견들이�견주에게�보여주는�애착심은
58

마치�오랜�시간�전�세계를�여행하고�돌아온�탐험가를
축하하듯이�기뻐한다. 그들은�주인의�맨살에�차가운

감시견으로써�원시�사회에�도움을�주었다. 수천�년이

당신의�개와�함께�하는�삶을
최고로�만드는�데
랜드로버보다
더�좋은�차량은�없다.

랜드로버�엔지니어들과�디자이너들은

견주들에게�특별히�초점을�맞춘�새로운
기능과�요소들을�항시�생각하고�있고,

또한�그와�관련한�멋진�작품이�개발되고
있다. 최신의�정품�랜드로버�기어
악세서리들을�검색해보시길

#LAND ROVER ACCESSORIES

결국�주인이�눈�하나를�겨우�떠서�쳐다보면�기쁨을

주체하지�못해�꼬리를�흔들어댄다. “나갈�준비�됐지?"
라고�말하듯�주인을�쳐다본다. 그들은�도시이든

야생이든 "라이드"를�기대하며, 흥분된�마음으로

빙글빙글�주인�주변을�돈다. 우리�곁에서�잠들어�있든,
들판으로�멀리�달려가든, 아니면, 다음�여정을�함께
떠나게�되든, 개들은�우리의�모험�심을�함께�하며,

자신의�발이�흙범벅인�것은�인지하지�못하고�언제나
뒷좌석에�뛰어�올라탈�준비를�하고�있다. 그들의

한가지�소망은�바로�네비게이션이�꺼지는�것이다.

왜냐면, 우리에게�그러하듯, 모험은�이미�그들의 DNA
안에�들어�있으니까.

“견주들이 개와의 산책을 통해서 신체 건강 향상 ,
혈압 안정, 스트레스 레벨 저하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득과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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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크래프트 보난자는 역사상 그 어떤 비행기보다도 오랫동안 생산되어 온
항공기다. <원라이프>는 이 전설의 항공기를 가까이서 경험하기 위해 직접 캔사스
주의 위치타에 있는 비치크래프트 공장을 방문했다.
W O R D S C O L I N G O O D W I N
P H O T O G R A P H Y D A N I E L M Å N S S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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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난 자 에 대 한 
수 요 는 줄 어 든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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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사스 주, 위치타에 있는
비치크래프트 공장은 1947년
이래 보난자의 고향이었다.
오늘날 베키 되르플러 같은
노동자와 그녀의 리벳 건은
(아래, 왼쪽) 그 유산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자신의 리벳 건을 과시하며 베키 되르플러는 부분 완성된 비치크래프트
보난자 동체 옆에 서 있다. 금빛 리벳 헤드가 열을 지어 있는 동체다.
항공기 측면엔 올리브 그린 초벌 페인트가 보인다. 문득 궁금했다.

되르플러는 지난 40년 간 위치타의 비치크래프트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리벳을 세팅한 걸까? 범상치 않은 항공기와 함께 한, 실로 긴

직업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 항공기가 범상치 않은 건, 1976년 베키

되르플러가 비치크래프트 기업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리벳 건을 기체에
쏘았을 때, 보난자는 이미 13년이나 된 항공기였기 때문이다. 올해
보난자는 70회 생일을 맞는다.

헤리티지는 살아 있다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된다. 수천 대의 군사용 비행기들이

2016년 1월 29일, 랜드로버 디펜더의 마지막 차량이

소란하던 시대에, 창립자 월터 비치는 종전 이후의 항공기를 구상하고

년간 지속되었던 생산이 종언되었다. 그러나 머지

70년. 얼마나 대단한 기간인가. 지금은 전설이 된 이 항공기의 첫

비치 에어크래프트 기업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갈 무렵의 일이다. 이

솔리헐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었다. 이로써 약 70

있었고, 빠르면서도 잘 나는 경비행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않아, 이 상징적인 차량의 유산은 부활할 예정이다.

싶었다. 그러한 수요는 그가 보기에 비즈니스맨, 전문가들, 그리고

디펜더의 진정한 후계자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전시에 훈련이 된 수많은 파일럿들로부터 생길 것이 자명했다. 수석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디자이너 랄프 하먼과 그의 팀이 생각해낸 항공기가 바로 보난자였다.
이 항공기의 첫 모델은 1945년 12월 활주로를 이륙한다. 생산이

시작된 건 1947년이었다. 정확히 시리즈 I 랜드로버가 솔리헐 공장에서
빠져 나와 달리기 시작하기 1년 전이었다. 나머지는, 그들 말로는,
전설의 역사다.

톰 터너는 보난자 팬들을 위한 공식 잡지인 <ABS 매거진>

편집인으로, 30년 넘게 이 항공기를 운행했다. 처음으로 보난자를 타고
이륙했을 때 그가 체험했던 환희는 단 한번도 그의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당시 저는 젊은 선생이었는데, 1950년대 모델을 가지고
있던 한 학생이, 그 모델에 나를 태우더니 짧게 비행했지 뭐예요.

비행을 보장하는 비행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들은 알아챘던 거죠.”

인상적이었죠. 그래요, 그 뒤론 줄곧 보난자를 운행해왔죠.”

많은 아이디어를 빌려왔는데, 종전기 시대의 고객들에게 정말

견고한 느낌, 탁월한 시감, 조정석의 인체공학적 단순성이 너무

보난자의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혁명적 디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난자는, 전쟁기에 크게 발전된 항공우주기술을

활용하려 했던, 전후의 가벼운 항공 디자인 열풍 속에서 제작된다.
하지만 보난자는 색다른 무언가를 제시했다고 터너는 말한다.

“아마도 인체공학은 194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개념으로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랄프 하먼과 그의 동료들이 보난자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잘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당시 다른 소형 항공기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단지 하나의 비행기가
아니라 인체공학적이며, 멋진 외모를 지닌 비행기를, 편안하고 즐거운

터너에 따르면 보난자의 인테리어는 전후 진보된 자동차 디자인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바로 그러한 럭셔리한 느낌 그리고

안락감이었다. 같은 시기 시리즈 I 랜드로버처럼, 보난자의 제작 방식
또한 시대를 앞선 것이었다. 보난자가 시판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경비행기의 원료는 페브릭 커버를 갖춘 철강 튜브 프레임이었다.

반면 새 비치크래프트는 전쟁이 종식되기 몇 년 전의 리벳 알루미늄

에어프레임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자체 제작에 도입했다. 대서양 다른
편에서 배운 노하우, 랜드로버에 알루미늄 차체를 도입하게 한
노하우가 마치 에어프레임처럼 결합되었다. 가볍고, 강력하고,
조립하기 편한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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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과 마감재 말이다. 오늘날 고객들은 자신의 항공기가 제작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게다가 수많은 재료와 색채 중에서 자기만의
인테리어 옵션을 전부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눈부신 새 보난자에
탑승하여 이륙하기 위해 비치크래프트 딜리버리 센터에 도착하는

일은, 감동적인 경험이다. 1960년대 초반 보난자를 구입했던 선구적

수성 우주비행사인 고든 쿠퍼 같은 존경 받는 소유주가 걸어갔던 길을
당신이 따라 걷는다고 상상해봐라. 믿음직스러운 기능과 단순한

핸들링으로 인해 이 비행기는 장거리 모험에 최고로 적합하다. 1949 년
최초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경비행기로 논 스톱 비행을 했던 빌
오돔, 그리고 1951년 자신의 보난자인 ‘프랜드십 플레임’을 타고
세계를 비행했던 피터 맥 같은 이들의 모험이 이를 증명한다.

다른 항공기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보난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적이 없다. 모든 방면을 고려해봤을 때, 보난자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단순한 한 가지, 하지만 지속성 강한 것이었다. 즉,

요란스럽게 과시하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게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안락하고 믿음 또한 디펜더처럼, 그 견고한 명성으로 보난자는 수많은
열혈 팬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18,000 대의

항공기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우주항공 산업계에서는 실로
엄청난 숫자이고, 솔리헐 생산 라인을 빠져나갔던 디펜더가 2백만
대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우 리 가 얼 마 나 빨 리 가 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00피트 상공 아래에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평원을 보는 것이다”

공장을 떠난, 2시간 동안의 나의 비행이 그 어떤 기록을 갱신할

리는 만무했지만, 사내 시범조종사인 윌 클레인이 계기판을 열고

우리의 비치크래프트를 8000 피트 활주로로 돌진하게 했을 때, 내 심장
박동은 돌연 빨라졌다. 대기속도가 75kts까지 도달하고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을 때, 우리는 즉시 착륙 기어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동쪽으로 향했다.

이 곳은 GPS 네비게이션의 마법이 아니라면 길 잃기 쉬운 곳이다.

캔사스 주는 평지이자 거의 무한대로 뻗어있는 땅이고, 이 풍경에 다른
색채를 주는 건 오직 드문드문 보이는 풍력발전기 뿐이다. 클레인은

어느 낡은 가로변 여관을 가리킨다. 우리 아래에 보이는 거대한 무無의
랜드로버와 보난자 모두 자신들의 긴 역사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보존된 독보적인 외모와 느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둘은 모두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차대한 진화를 겪은 것이 또 사실이다. 최초의 디자인인
모델 35의 특징은 ‘러더베이터 ruddervator’, 즉 러더[꽁지깃]와

핀[지느러미]과 엘레베이터를 간단한, 중량을 감소시키는 단일

유닛으로 융합한 독보적인 V-테일이었다. 후에 나온 보난자 모델들은
러더베이터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고(그래서 종국에는 1982년

정류소였던 곳이다. 하지만 비행할 핑계거리를 찾지 못해 안달인

지역의 조종사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165kts의
속도로 운행하자, 부드럽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보난자의 강력한 9.0
리터 엔진 소리가 편안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것은 2000피트 상공 아래에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평원을 지켜보는 것 뿐이었다.

그새 해는 져버렸고, 비치 필드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래로

사라진다.) 그 대신 전통적 테일을 선호했다.

내려다 보이는 위치타 시 다운타운의 반짝거리는 불빛을 즐거운

비치크래프트는 모델 36을 출시했는데, 기체를 10인치 늘린 ‘스트레칭’

신비체험에 가까운 하나의 마법 같은 일이다. 우리의 2시간 여정은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1960년대 후반 일어난다.

버전이었다. 모델 35의 4개 좌석 수를 6개로 확대한, 쉽고 간단한
변형이었다. 이와 유사한 ‘스트레칭’ 방식으로, 십 수년 전에 이미

랜드로버는 시리즈 I의 셰시를 80에서 86인치로 늘린 바 있다. 또한
랜드로버는 107인치 버전도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픽업[소형 트럭]
모델로,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최초의 4도어 모델로 개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난자를 경쟁자들로부터 멀찍이 떨어뜨려놓은

건 바로 안락한 인테리어였고, 지금 나오는 모델은 레인지로버와 거의

동급 수준이다. 즉, 아름답게 바느질된 가죽 시트, 고급 카펫과 흠 없는
64

대지를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시작하기 전에는 번화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자그마한 항공기를 타고 밤을 비행하는 것은

금새 끝이 나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 클레인은 라디오 송수신 버튼을
몇 번 눌러 활주로 조명을 켰다. 플랩이 펼쳐졌고, 바퀴가 내려왔다.
이제 보난자는 정말로 부드러운 랜딩을 위해 75kts를 유지하며
하강했다.

왜 비치크래프트 보난자가 시간을 견뎌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디펜더처럼, 획기적인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물은 보난자만의
진정한 유산과 영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보난자를 만들어냈던 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긴 여정을 지금도 걷고 있다.

글쓴이 콜린 굿윈(오른쪽)
그리고 비치크래프트
시범조종사 윌 클레인(왼쪽)
이 보난자를 그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간다: 끝없이
펼쳐진 위치타 상공을
배회하는 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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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B R E A K I N G
S O U N D
B A R R I E R
메리디안의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은 지능형 오디오 디자인의 혁명이다.
영감의 원천은 인간이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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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운드

인공 지능은 미래의 화두이지만 지능형 오디오 디자인은

Cabin Correction Technology 그리고 오디오 스트리밍의

"지능형 오디오"의 지능이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국, 음향기기

항상 유지하게 하는 디지털 디더 셰이핑 Digital Dither Shaping

그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또는 앨범 트랙의 선택이 전부다. 하지만 랜드로버의 브랜드

파트너인 메리디안 오디오로서는, 그건 오직 지능형 오디오의

소스가 라디오든, USB든, 블루투쓰 기기든 음질을 최상의 상태로
과 함께 한층 더 완벽해졌다.

메리디안 인텔리전스와 이노베이션을 장착한 차량 중 하나는

시작점일 뿐이다. "과학,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뉴 레인지로버 벨라다. (20-29페이지 참조) 1,600 와트의 파워를

천연 그대로의, 몰입시키는 경험으로,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즐거운

이 시스템은 23개의 고음질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인정신의 결합 속에 다 들어 있지요. 청취 체험을 가능한 한

경험으로 만드는 힘 말이에요." 메리디안 마케팅 이사인 레이너
셰리던의 말이다. "지능형 오디오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직업 상 셰리던은 메리디안이 어떻게 그 지능 기술을

(상호연결된 홈 시스템에서부터 개인 요트, 럭셔리 차량까지)
여러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지능을 통해 최상의 오디오 경험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1980 년대 이래 변치 않은 메리디안의 지향이었다.
당시 회사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오디오용 신호 경로의 혜택에
관한 최첨단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획득된 오디오

제공하는 메리디안 시그니처 시스템이 이 차량에 탑재 가능하다.
각 스피커들은 실내에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조정되어 모든 승객이
각기 앉은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자연적인 음악감상 공간을 창조한다. 완전히 전일적인
청취 경험을 만들기 위해 메리디안은 레인지로버 디자이너,
엔지니어들과 차량 내부 오디오 시스템의 모든 세부사항을
점검, 조율했다. 독보적이고, 우아하게 엔지니어링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모든 세부 요소들이 흠 없이 또

심미적으로 협동하며 그리하여 이동 중에도 압도적인 오디오
실행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수준의 오디오 성능은 오직 메리디안의 DSP 관련

전문지식은 훗날 세계 최초의 가정용 디지털 라우드 스피커인

상세 지식 그리고 음향심리학에 관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1989년 시장을 강타한 제품이었다.

역으로 이런 지식과 연구는 메리디안의 독보적 테크놀로지들

D600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오디오산업계의 기념비적 성취로서
메리디안은 그 뒤로 지능형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오늘날의 메리디안 라우드 스피커
들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DSP)를 활용하는데,

이로써 아날로그 모델들에서는 성취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성,
정밀도, 성능을 구현한다. DSP 라우드 스피커들은 종래의 사운드

소리를 인지하는지에 관한 회사 자체의 심층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 전부의 기초가 되었다. "D600 라우드 스피커의 도입은 사운드
프로세싱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시작을 알렸죠."

셰리던의 말이다. "이 스피커가 도입되면서 지능형 오디오 기술과
관련하여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한 생각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레인지로버 벨라
캐빈의 선명함은
메리디안의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의
흠 없는 완벽함과
짝을 이룬다.

시스템에서는 별개의 장소에 따로 따로 있는 요소들을 체내에
갖추고 있다. 크로스오버, 변환기, 전력 앰프(증폭기),
그리고 라우드 스피커 드라이버 같은 것들 말이다.

그 덕분에 메리디안의 DSP 테크놀로지는 마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예술가가 의도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정확한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고 대역폭 브로드밴드 연결망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청중을 위해 지능적으로 패키지화된, 확실히 더 선명하면서도
한결 더 진정한 사운드를 얻게 되었다.

레인지로버 소유자의 운전 및 청취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메리디안만의 지능형 오디오 테크놀로지는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다. 이 테크놀로지는 메리디안의

차량 내부 솔루션에 사용되며, 메리디안이 독점하는 트라이필드
3D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동된다. 트라이필드 3D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로, 인간이 음파와 소리의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예컨대 악기 간의 최적의 음도 감각을 추가한
상향 채널이 이것의 특징인데, 차량 내 좌석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게 콘서트 같은 느낌을 주는 일관된 사운드를

보장한다. 이러한 청취 체험은 차량 내 인테리어 사양이 어떠하든
베이스 음을 지능적으로 최적화하는 캐빈 커렉션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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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최고의 순간에는 언제나 ‘전념’이 깃들어 있다.
올 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밤,
새벽이 찾아오기 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풍경 사진가
줄리안 캘버리가 찾고 있던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W O R D S N A T H A N I E L H A N D Y
P H O T O G R A P H Y J U L I A N C A L V E R L E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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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경 속 에 서 혼 자 가 되 어 보 는 시 간 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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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엘골의 해안선이 캘버리의 시그니처
포토 속에서 바람 부는 순간의 자기
모습, 그 절정을 보여준다.
아래: 캘버리와 디스커버리가 스카이
섬의 수많은 은밀한 길들 중 어느 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스카이 섬으로의 여정을 위해
캘버리가 조심스럽게 선택한 장비들,
그 중에서도 그를 위해 스위스 업체
알파에서 제조한 카메라가 빛난다.

“폭풍 속에서 JMW 터너는 배의 돛대에 자기 몸을 묶었다고 해요. 자연
조건을 완전히 경험하려는 그의 방식이었죠.” 풍경사진가 줄리안

캘버리가 자기 작업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줄리안은 지난 11년 간 스코틀랜드 북서부, 특히 스카이 섬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 장엄한 자연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의 정수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산 쿠키 통 같은 곳에서
그가 만든 이미지를 만날 수는 없다.

“스카이 섬의 이미지를 초콜릿 박스용 이미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의 말이다. “저는 궂은 날씨를 찾아 다니죠.” 그렇다면 그는
장소를 제대로 찾았다. 이곳의 실외 기후는 때로 포악할 정도이니까.

스카이 섬은 민치 해협으로 촉수처럼 길게 뻗은 반도의 일부로, 이 긴

반도에는 긴 협만들이 산재해있다. 대서양 저편에서 악천후가 찾아오면
그것은 쿠일린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의 덫에 포획된다. 블랙 쿠일린
능선, 톱니 모양의 반려암은 다가오는 구름들을 찢고, 수증기들은

동쪽에 있는 레드 쿠일린의 둥근 원뿔 형 화강암으로 모여든다. 나무가

INNOVATIVE ISLANDERS
TOM EVELING &
CRAIG STEELE
SK YE ROASTERY
그리고 카페 SIA

“우리의 모든 생산물은 지역산이지만 우리의
주제는 스코틀랜드-이탈리아적인 것입니다.
저는 밴을 타고 가서 피사로 가서 우드

파이어드 피짜 오븐을 여기로 가져온답니다.
크레이그는 햄프셔로 차를 타고 가서 그의
1984년 밝은 붉은 빛 프렌치 사마익 커피

로스터를 가져오고요.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같이 먼 곳에서 온 싱글 오리진

스페셜티 그레이드 커피 콩을 볶는 훌륭한
빈티지 기계죠. 우리는 이 섬에 꽤 자극을
주었어요.”

www.cafesia.co.uk

거의 없는 이 압도적인 협곡의 풍경, 돌진해가는 투명한 강들 그리고
거의 수직으로 솟은 바위들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러한 장소를

공포가 아닌 즐거움으로 보기 시작했던 낭만주의 시대가 열린 이래
수많은 예술가와 산악인을 끌어들였다.

줄리안에게 이번 여행은 스카이 섬으로 돌아왔던 이전 여행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띤다. 숨어 있는, 이 인상 깊은 스코틀랜드 변방

지대를 올 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타고 탐사하는 건 처음인 것.

“런던 근처에 있는 집에서 이 지역까지 12시간 운전하고 올 때마다
늘 디스커버리를 타고 왔어요.” 줄리안의 설명이다.

“하지만 뉴 디스커버리를 운전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꽤 흥분되네요.”

줄리안은 대부분의 시간에 다양한 팀들과 작업하는 광고 사진가로

일한다. 그의 풍경 찍기란 이 모두를 뒤에 남기고 혼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겨울에, 9월과 3월 사이에 이곳에 오는 걸 즐긴답니다.”

P O R T R A I T P H O T O G R A P H Y : B R I A N C O T TA M

그의 말이다. “빛이 강하지 않은 조건은 곧 제가 종일토록 촬영할 수
있다는 걸 뜻하죠. 매일 새벽이 오기 훨씬 전에 출발하는데, 그래서
혼자 있기란 쉬운 일이죠. 풍경 속에서 혼자가 되어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독은 풍경 사진

제작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죠. 이 거대한 공간에서 약간은 위험하다고
느끼며, 날씨의 힘을 목격하며 홀로 있는 시간 말이에요.”

알람이 울리다

“처음 저의 동기는 단순한 것이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 경이로운
풍경을 담아보고 싶었죠.” 줄리안의 말이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
장소가 내는 소리를 저 자신이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요. 전념을
다해왔어요. 이곳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왔죠. 비가 오고 구름이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호텔에 머물려고만 하지는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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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뉴 디스커버리

줄리안은 새벽이 시작되기 전 전등 빛으로 도구 목록을 체크한다.

스위스 제조업체 알파가 만든, 아름다운 공예작품인 필름 수동 카메라,
이탈리아 북부 카메라 액세서리 전문업체 짓조가 제조사인 삼각대,

자유롭게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손으로 들 수

INNOVATIVE ISLANDERS
SHIRLEY SPEAR
레스토랑 ‘THE THREE
CHIMNEYS’ 경영인

도구지만 챙기는 걸 잊으면, 호텔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메리노 울

창문 두 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 하나에요.

스위스 제 아르카 삼각대 헤드의 기포 수준기와 정밀 기계, 한 손으로
있는 폭풍 대비 우산, 카메라 방수 커버, (“제가 지닌 것 중 가장 싼

“가장 작은 오두막들은 굴뚝 두 개, 도머

베이스 레이어와 전체 방수 아웃터웨어, 지도, 나침반, 따뜻한 무언가를

이 오두막에는 세 번째 굴뚝이 추가되어

담은 보온병, 그리고 돌아다니기 위한 것, 즉 신뢰할 수 있는 랜드로버

있는데, 마을 숍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벽난로에서는 이탄을 태운 불이

디스커버리.

타올랐고 바닥은 진흙이었죠. 음식은 고등어와

“자칫하면 장비 광이 되기 쉽죠.”라고 줄리안은 말한다.

감자튀김이었고요. 협만에서 잡은 고등어였고

“저는 제 장비를 언제나 최소화해요. 카메라 렌즈 부대도 소지하지

오트밀과 함께 구운 요리였어요. 지금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과정이 훨씬 단순해져서 순간에 포커스를 둘 수

지역에서 자란 하이랜드(스코틀랜드 북부

있거든요. 제 카메라에는 뷰파인더가 없답니다. 여러 다양한 물질들

산악지대) 소이 양, 야생 사슴, 그리고 해녀가

모두를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직접 잡은 스콘서 가리비로 요리를 하죠. 저는

성가시게 하는 일인 거죠.”

늘 스코틀랜드 푸드가 왜 좋은지 홍보하고
싶어했어요.”

www.threechimneys.co.uk

첫 번째 빛

“세팅해 놓은 자리에 한 시간 이상 서 있는 때도 있죠.” 줄리안의

말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일분 만에 왔다가 가버릴 수 있어요.
이곳의 기후는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분이 그날의 전부일
수도 있답니다.” 만일 여건이 그러하다면, 그토록 보상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꼭 그렇게 있어야 할 이유란 무엇일까? “궂은 날씨 자체가

흥미진진하다”고 줄리안은 말한다. “무서울 때도 있죠. 위협적일 때도

윈저 가죽 같은 것 말이다. 줄리안이 찾는 것과 같은 것을 찾는 이들을

들어요. 저는 그 순간을 ‘닭살 돋는 순간’이라고 부르죠. 만일 그런

말이다.

있고요. 그러한 날씨 속에 있다 보면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에 젖어
흥분을 못 느낀다면 무엇 하러 사진을 찍겠어요?”

줄리안은 엘골 항구 근처의 낮은 암석 지대에서 찍은 이미지

하나를 보여준다. “이 이미지에서 물은 사실 제 뒤에서 오고 있어요,
제 앞이 아니라.”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파도는 위로 옆으로 오고
있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죠. 깨어 있고 잘 살펴봐야만 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두죠. 한 컷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로 만족스럽다고요.” 이 일은 또한 안전 지대로 돌아오는 적당한

순간을 판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좋아, 됐어,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는 기억한다.

“소리가 엄청나죠. 바람은 포효하고 파도는 돌진해오고요. 입고 있는

재킷은 이리저리 펄럭이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해요.” 그는 디스커버리의 덥혀진

“생각해보면 전 언제나 랜드로버를 탔어요.” 줄리안의 회상이다.

“전에 군사용 차량이었던 경량 차량으로 운전을 배웠죠. 면허 테스트를
통과한 날, 랜드스 앤드에서 존 오그로츠까지 달렸어요. 랜드로버의
겉모습, 거기 깃든 생각, 차량의 실용적 면이 좋았죠.” 상황들이

변해가면서, 줄리안이 타는 랜드로버에도 변화가 있어왔다. 시리즈 I을
졸업한 뒤로는 디펜더 90을, 그 다음엔 디펜더 110을 탔다. 가족이

늘어나고, 사진 작업이 증가하면서 결국엔 디스커버리 3으로, 다음엔
디스커버리 4로 바꾸었다. “디자인이 아름다워요.” 뉴 디스커버리의
역동적인 전면과 상승 벨트 라인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편하고요.” 첫 주행 이후 그의 느낌이다. “화려한 척함이 없는
고급스러움이더군요.”

안락한 느낌은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운전대를 두드리며 말한다.

디스커버리의 다성능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그가 가고 싶은

주의를 기울인 차량이다. 알파 카메라 손잡이를 위해 자단 목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한 자동차에요. 이 차량만

줄리안의 디스커버리는 그가 가진 다른 장비들만큼이나 세심한

rosewood를 직접 골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의 인테리어를 위해

오크, 티타늄, 알루미늄 마감재 그리고 프리미엄 가죽 및 섬유 재료들
가운데서 선택하기도 한다. 정교한 이중 바느질로 마무리된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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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긍정의 끄덕임이다. 즉,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숨어 있는 퀄리티

곳에,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제공해준다.

있으면 어디든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효율성, 겸손한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빼어난 성능은 줄리안 자신의 카메라
디자인 취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TH E

AL L-N EW

D IS COVERY

올 뉴 디스커버리가 오후, 태양빛이 저물 때
슬리가찬의 작은 다리를 통과해 가고 있다.
아래 그리고 오른쪽: 캘버리와 그가
애지중지하는 알파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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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 알 아 낸 바 로 는 같 은 장 소 라 해 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변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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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 LL- N E W

D ISCOV E RY

“ 보 는 것 에 그 치 지 않 고
포착했고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76

마지막 빛

INNOVATIVE ISLANDERS
ALAN DICKSON

빠르게 지기 시작하고 4시경이 되면 거의 종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 디자인 건축가

한겨울 스카이 섬에서 낮은 오래 가지 않는다. 3시경이면 태양빛은

“스카이 섬 최초의 현대식 목재 건물을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구름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현대식

변화무쌍하게 변하며, 돌연 나타난 햇빛 속에 원경의 산이나 광대한

금속을 두른 주택이 되었고요. 섬의 농가

바다를 일광욕시키는 것이다. “때로 호텔로 돌아온 뒤 앉아서 내가

건물들에서 영감을 받았죠. 사람들은 스카이

방금 무엇을 지나온 것인지 새삼 놀란답니다.” 줄리안의 말이다.

섬의 주택들이 약간 하얀 색의 오두막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류의 인필 In-Fill

“흔히 몇 주나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 작업을 살펴보죠.

빌딩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목재와 금속 등)

작업에서 거리를 두는 한가지 방식입니다. 한 두 해 전에 찍었지만

재료가 다양하면 디자이너는 그걸 가지고 놀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좋아요. 우리는 또한 사람이 닿을 수 있을

건, 다시 그 작품을 보았을 때 그것이 시각적으로 호소력이 있는지

만큼만 높은 오래된 작은 오두막들의 인간적

보기 위함이죠.”

규모에 관심이 있었죠. 기초에서부터

줄리안의 작품은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는 대중 강연도 시작했고,

마무리까지, 이 집은 말 그대로 저 혼자

단 한 두명을 위한 맞춤형 산악 여행, 섬 여행을 가이드하기도 한다.

지었어요.”

“이곳 같은 어떤 장소에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www.ruraldesign.co.uk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보람된 일이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경우 이 일은 그저 다르게

생각하고 습관을 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극하는 일이에요.”

디스커버리의 트렁크를 열며 줄리안은 새로운 지능형 시트 폴드가

어떻게 자기 삶에 잘 들어맞는지 설명한다. “풍경 사진가로서 장비들을
한 곳에 챙길 때 자동차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죠.” 그의 설명이다.

“이 차는 단순히 7인승 차량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는 자동차죠. 차량의 실내 배치는 제가 가지고 가는 장비의 양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지형을 극복하는 랜드로버 속에서만이

광고 사진에서부터 그의 개인적인 풍경 작업에 이르기까지, 또 일을

카메라 장비, 그의 삼각대, 심플하고 멋진 손목시계 속에서

시트와 바닥공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선사해요.”
하지 않을 때에도 줄리안의 디스커버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과

장비를 위한 베이스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 차량의 강점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유연성이죠. 언제든 탑승자 수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카이 섬에서처럼 혼자 도로에 있을 때, 차의 실내는 또한
안전하고 조용하다는 느낌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거친 기후 속에서

아니라 그가 예찬하는 다른 엔지니어링 작품들, 이를테면 그의

이 기념비적인 땅이 생생히 현존한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한다. “제게 편한 장비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비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풍경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여유와 자유를 주죠.”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진 같은 장소로 줄리안을 자꾸만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겨울에 날씨는 매우 빠르게 변하기

귀환하게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 장소가 언제나 새로운 어떤

신속히 몸을 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와서 완벽한

15분간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그곳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은

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안전하다는 걸 나 자신이 알죠. 아주
샷을 찍을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때면 새로운 강력한 손목용 방수

‘액티비티 키’는 그가 차로 돌아가 자동차 키를 허둥지둥 찾을 필요

없이 서둘러 차를 출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한다. 따뜻해진
시트에 일단 돌아오고 나면, 그는 ‘인콘트롤 터치 프로’의 10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접속성에, 최신세대 ‘인제니움 엔진’에,

드라이빙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게 최적 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전지형 반응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풍경 그리고 랜드로버 차량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속성을 갖춘 특정한 종류의 견고함과 우아함을 그가 높이

비밀을 선사하리라는 것을 그는 안다. “어떤 한 장소를 방문해서

생각하죠.” 그의 말이다. “하지만 제가 알아낸 바로는 같은 장소라 해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변해 있어요. 그러한 순간을 포착하면

정말 깊은 만족감이 찾아와요. 아무도 보지 못할 무언가를 저는 본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저 보는 것에 그친 건 아니에요. 포착했고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스카이 섬 더 탐험하기

스카이 섬으로의 줄리안의 여정과 인터렉티브 스토리를 살펴보시길.

landrover.com/sky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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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더 여행

대학과 첫 직장과 집을 이 고전적인 차량을 타고 오갔다.
세계의 다른 쪽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랜드로버를 구매했는데(1968 Series 2A), 그것이 바로
2012년 형 디펜더, 부르스였다. “랜드로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얼마나 이 관계가 끈끈한지는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jackuar_land_rover)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정을 통해 그는 75,000 명의 팔로워들을

향해서 갖가지 색과 모양을 한 랜드로버들을 선보이고
또 예찬하고 있다.

호주의 아웃백에서 울룰루로 가는 이 여정을

준비하는 데는 채 1주일이 안 걸렸다. 준비 과정에는

랜드로버 뒷좌석을 조정하는 일도 있었는데, 뒷좌석을
눕혀 잘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준비가 끝나자마자,
부르스는 시드니를 빠져나가 예의 그 바위를 향해

달렸다. 탐험 첫 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약간 멍한

상태였다. “처음 다섯 기간까지는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았었죠.” 잭의 말이다. 목표는 울룰루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풍경과 여정을
음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였다.

둘은 좌석을 서로 바꾸며 달렸는데, 지나가는 창 밖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시드니를 벗어나는 데는

F I ND I NG
ULURU

잭 돔슨은 자신의 랜드로버 디펜더에 ‘부르스Bruce’
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주식 이름처럼 들리죠.”

영국에서 호주로 6년 전에 이주한 이 서른 다섯의 환경
컨설턴트는 말한다. “영화 <조스>를 제작한 회사는 그
상어를 ‘부르스’라고 불렀어요. 연결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 상어와 우리의 디펜더 둘 다 회색이고 또
어쨌든 상어들은 있으니까요.”

적절한 이름도 붙여주었으니, 새로운 고향 땅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여행을 디펜더와 함께 나서는 일이
당연히 다음 수순 같았다. 이렇게 해서 잭은 시드니
교외를 출발하여 떠난다. 행선지는 위풍당당한

울룰루였다. 짧은 휴일을 이용해서, 잭은 파트너와 함께
그가 그의 고국으로 삼은 이 나라의 상징적 자연

기념물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어쩐지 (호주 정착민으로서) 해야

이정표
디펜더는 이제껏 출현했던 차량 가운데 가장
상징성 높은 한 가지 차량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 받는 차량으로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차량의 이러한 지속성 그리고 드라이버들의
한결 같은 열정과 모험. 바로 이것이 디펜더
여행을 특별하게 한다. 너무나도 특별한
여행이어서 팬들은 이미 전 세계에 걸쳐, 믿기
어려운 500 회의 디펜더 여행을 끝마친 상태다.
500 회의 디펜더 여행을 담은 인터렉티브 맵을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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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걸려요.” 잭의 말이다. “하지만 벗어나기만
하면, 광대한 공간이 나타나지요.” 계속 달려가자,

대지는 붉은 벽돌색으로 변했고, 에뮤와 캥거루들이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에뮤들이
랜드로버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잭의 기억이다.

그러더니 에뮤들은 부르스 옆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백미러로 보이는 해안가가 사라질 무렵이었다.

3,000km를 달리고, 3일 밤을 별 아래서 캠핑하고,

캥거루들과 싸우고, 또 호주의 커다란 곤충들을

처리하느라 여러 번 와이퍼 세정액을 교체하고 나니,
울룰루가 수평선 저 편에서 불쑥 나타났다.

“돌연 이 경이로운 지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상 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잭은 설명한다. “너무나 횡댕그레한
바위이지만, 정말로 빛을 잘 붙들고 있죠.”

“도심의 골목에서 끝없는 수평선으로의 차원 이동,

한다고 느꼈다.

이 상징적인 랜드마크 뒤로 해가 기우는 모습을 볼 때

으슥한 길을 따라 달렸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아래에 있는 흙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느낌, 내 식으로의,

그러나 광대한 호주의 사막, 그 먼지 낀 도로와

과거로 묶고 있던 어떤 차량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영국에 살 때였죠. 16살 때 처음 랜드로버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첫 차량인 1964 Series 2A

랜드로버를 그의 아버지와 함께 구입했는데, 1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개조하는 데 도움을 준 이도

아버지였다. 17살이 되어 주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의 승용차가 된다. 면허시험을 통과했고, 학교,

들렸던 엔진의 윙윙 하는 소리, 앞에 보이는 대지 그리고
내 새로운 고국의 발견 그 일부인 이 모든 것–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바로 디펜더 여행이에요.”
여행에 참가하세요

숨막히는 디펜더 여행기를 더 보려면, 당신만의 여행을 공유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방문하시길
landrover.com/defenderjourneys

CASTROL EDGE PROFESSIONAL
EXCLUSIVELY RECOMMENDED
BY LAND ROVER.
TITANIUM STRONG FOR MAXIMUM PERFORMANCE.
CO-ENGINEERED TO MEET THE NEEDS OF LAND 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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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Rover.

www.castrol.com

www.zenith-watches.com

LEGENDS ARE FO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