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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 D I T O R I A L  T E A M

발행처: 볼보자동차코리아 (비매품) 본 책자에 표기된 제품의 
이미지는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명칭 또는 옵션 및 기능 등은
국가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싣고 외딴 북극 마을로 향했습니다. 동토의 산은 험악한 지형을 

위풍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빙하를 항구로 밀어내고

 눈보라가 혹독하게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함은 우리에게 협조를 끌어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살아남으려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만큼이나 위대한 걸 창조하려 

함께 일합니다. 이번 마이볼보 빈터는 이러한 협력에 집중했습니다.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스크린에서 과감히 눈길을 돌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층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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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is a  

state of  
mind

The curious swede 
bloWn kisses from mexiCo

웅장한 풍경과 이색적인 오로라의 춤사위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북쪽에 
자리한 트롬쇠(Tromsø ) 마을을 찾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구는 7만 명인데 그들의 국적은 120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걸까요? 

PassioNaTe PeoPle BehiNd VolVo
a glimpse of You – beHind tHe sCreen

오늘날 사람들은 원한다면 타인과 마주치지 않고도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자동차 개발에서 휴먼 인터랙션의 역할은 여전히 핵심적입니다. 

The sTory 
Co-Create  

예술 분야에서 여러 장르별 음악가가 모여 만들어내는 음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계에서 이뤄지는 예상치 못한 협력은  

대단한 화젯거리가 됩니다. 여기,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협력과  
과감한 공동창조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iNsPired By 
tHe nortHen ligHts

2014년 1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낮 시간이 불과 5시간 동안만 지속되면서 지난 11월은 100년 만에 가장 어두운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빛이라면 그 형태를 막론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vinter 2015/2016

다양함이란 마음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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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날아온 키스

from mexico

BLoWN

kisses
날것 그대로의 산꼭대기와 들쭉날쭉한 빙하, 질주하는 한 무리 고래 떼의 한가운데에 트롬쇠(Tromsø)가 자리합니다. 

노르웨이 북부 해안가에 자리한 이 작은 북극 마을은 실로 경이로운, 마치 자력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순례길에 오른 사람, 오로라를 보러 온 관광객, 

세계적인 연구에 자신도 기여하고자 안달이 난 과학자들이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북극의 관문을 지나 트롬쇠의 마법과도 같은 자력에 투항해봅시다.  

t e x t  /  P H OtO   / /   u l r i k a  H a m r é n  /  J e n s  l O r e n s s O n  &  Ca r l  J O H a n  e n g b e rg

THe cUrioUS SW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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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을 띠고 있는데,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나는 이곳 주민들의 집단 사고
가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딴 북극 마을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 함
께 서거나 같이 쓰러져야 합니다. 

Spiritual Scenery 영적
로이크솝이 오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앞유리에 햇살이 쏟아지고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눈벽은 거의 2m에 육박합니다. 마치 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사이
로 자동차를 몰고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솜마뢰
위(Sommarøy)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트롬쇠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인 그곳은 나의 볼보 뉴 XC 60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만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숨죽이고 속도를 줄여 아예 멈추다시
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내 차와 설벽 사이 
몇 센티미터의 틈만 남겨둔 채 속도를 내어 내 곁을 지나갑니다. 순간 R-Design에 
탄 채 안절부절못하는 나 자신이 실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누군가 지
나가면 완전히 멈춰 서지 말아야지’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마치 음으로 이뤄진 두
툼한 벽처럼 느껴지는 ‘What else is there’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을 
돌자마자 갑자기 사슴이 뛰쳐나올 것만 같은 느낌처럼 로이크솝의 두 가수는 트롬
쇠의 목소리를 냅니다. 햇살을 받아 알루미늄 포일처럼 반짝이는 얕은 만(灣)이 솜
마뢰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풍경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자동차 안을 채우는 일
렉트로닉 음악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북극권에서 300Km나 더 멀리 북쪽으로 올라왔지만 이곳의 기후는 멕시코 만류
(Gulf Stream) 덕에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멕시코에서 날아온 ‘키스’는 한겨울에
도 평균기온을 영하 5도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그런데도 겨울은 지루하게 길고 끝
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사계절을 모두 겪는 일도 꽤 흔한 일입니다. 나
는 계속해서 솜마뢰위의 길을 달리다 예고 없이 순식간에 짙고 매서운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태양이 비추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눈
보라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저 두 손으로 트롬쇠의 발스피요르덴 연안을 따라 통통거
리며 오르내리는 어선의 차가운 난간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갑판에 널린 하루의 
수확물에서 진하게 피어나는 비린내를 맡으며, 얼어붙은 두 볼이 내가 매달려 있는 
난간만큼이나 뻣뻣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얼어붙고 재킷은 그 위에 내려앉
는 눈송이로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나는 어떤 왕국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
다. 눈부시게 새하얀 빙하가 햇볕의 절정에 몸을 내맡기는 곳. 말을 잃어버린 왕족
들이 눈이 쌓이고 뭉쳐 단단해진 얼음으로 반짝이는 겉옷을 걸친 채 저 아래 커다
란 바위가 되어버린 왕국 말입니다. 그들처럼 내 몸 또한 여기저기 아플 수는 있지
만 나는 왕족도 어부도 아닙니다. 

찾아온 왕국의 사진을 찍느라 바쁜 내 옆의 미국인 커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 찬란한 풍경과 문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트롬쇠를 찾는 수천 명의 관광
객 중 세 명에 불과하니까요.  

pariS of the north 북쪽의 파리
노르웨이 북쪽 끝 연안의 트롬쇠는 매서운 북극권보다도 한참 위에 있으며 노르웨
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와 라플란드가 맞닿아 한데 어우러지는 한가운데에 자리
합니다. 노르웨이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트롬쇠는 웅장한 자연이 빚어낸 결과물
입니다. 여기에서는 투명한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고래들을 굽어보는 바위산의 
절경이 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갓 내린 눈은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마치 녹색, 적색, 플라밍고 핑크색을 풀어놓
은 오로라가 커튼처럼 드리운 것만 같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서 몰려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1794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애초 어둡고 빈곤하
며 시대에 뒤처진 데다 끔찍한 날씨로 저주받은 곳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북극의 
관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트롬쇠는 북극 탐험가들이 탐사를 시작하기 전 들
르는 곳에 불과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부동항이라는 입지와 어획량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모험
심에 가득 찬 중앙 유럽인들이 모여들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800년대 말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떠난 선박과 화물
선이 부두를 가득 메웠고, 상인들은 갓 잡은 물개와 고래, 심지어 사향소까지 거래
했습니다. 허티그루텐 선박 회사가 1893년에 첫 출항할 무렵, 트롬쇠는 전 세계에
서 온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에
서 건너온 이들은 미개하고 가난한 집단을 예상했지만 친절한 노르웨이 사람들의 
세련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트롬쇠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
습니다. 바로 ‘북쪽의 파리’라는 별호가 그렇습니다.

communicate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의 소통
트롬쇠에 도착하자 눈보라가 나를 맞이합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허티그
루텐 부두가 있는 항구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주변을 지나
갑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그들의 몸짓은 한결같습니다. 밝은색의 겨
울 재킷을 입고 후드 속 깊이 얼굴을 파묻고는 얼어붙은 거리에서 호텔 입구
를 향한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날씨에 다들 놀랍니다. 한 무리의 일본인 관
광객과 잠시 한두 마디 얘기를 나누고는 나 또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
다. 순식간에 밤은 거센 눈보라에서 미동조차 없는 투명한 자정의 블루로 바
뀌었습니다. 

하지만 트롬쇠의 밤 문화는 정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1970~1980년대 남획
으로 어업이 사양길에 들어서자 도시는 어쩔 수 없이 현대화의 길을 걸어야 했
고, 오늘날 트롬쇠에서는 다수의 지역 병원과 대학을 운영 중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는 매년 1000 명씩 주민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 활동 또한 활발
합니다. 특히 영영 끝나지 않을 듯한 어둠 속 지루함과 싸워야 하는 겨울철이라
면 한층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11월 21일부터 1월 21일까지 극야는 그 나름의 
매력이 충만합니다. 이 무렵의 새벽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만 꼭 봐야 할 
풍경입니다. 게다가 극야는 오로라를 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트롬
쇠는 지구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최적인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이런 이점
을 살려 오로지 북극광을 따라온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노르웨이 북쪽 기후 때문인지는 몰라도 트롬쇠는 풍성한 음악 활동이 펼쳐
지기도 합니다. 일렉트릭 팝에서부터 창의적인 재즈, 격렬한 블랙 메탈까지 다
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트롬쇠의 음악은 모두 

t H e  C u r i O u s  sW e D e t H e  C u r i O u s  sW e D e

노르웨이 트롬쇠
트롬쇠의 인구는 약 7만 명 정도이며 면적은 
2516m2입니다. 세계 최북단에  있는 대학과 
식물원, 성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쪽 끝에 

위치했지만 트롬쇠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보입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두 달 동안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는 무척 특별한 
경험입니다. 11월 21일에서 1월 21일까지는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극야(極夜)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으며 이 시기에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빛과 색은 ‘푸른 황혼(Blue Twilight)’이라 

부르는 매우 특별한 색을 드리웁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_visitnorwa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롬쇠의 밤은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에서 미동조
차 없는 투명한 자정의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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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ge in itS Dna DNA에 새겨진 용기 
트롬쇠는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한 도시인데 그 이면에는 여성들의 몫이 중요합니다. 남
자들이 바다로 나가 있는 동안 집에 남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삶을 불어넣었습
니다. 시사풍자극, 음악, 연극은 시작부터 높은 인기를 끌며 성장해왔고 오늘날에는 주요 
문화 산업이 되었습니다. 트롬쇠에는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은 있어도 엘리트 스포츠맨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인 휴먼 인터랙션과 진정한 커뮤니티 참여에 가
장 큰 가치를 둡니다. 트롬쇠의 삐걱거리던 초창기 시절은 근대 시기의 주민들에게 아주 
사소한 기회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아무런 대안 없이 
닥치는 대로 삶을 살아내야만 했고, 기꺼이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 특성은 지금까지도 대
를 이어 내려옵니다.  

트롬쇠가 최첨단 기술의 메카로 변신하는 사이 이민자, 기업가,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인구는 세 배로 늘어나 지금은 약 7만 명에 
이르며 120개국이 넘는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합니다. 친절한 도시인 트롬쇠는 초
기부터 개방성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방문객을 궁금해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the kingDom’S crown 왕국의 왕관 
어선의 차가운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나는 어부가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바다를 마스터하기 위해 몇백 년 동안 이어져온 강철 같은 뚝심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내 두 눈은 자연을 살펴 위험을 감지하거나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도록 만들
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롬쇠의 자연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하며 반듯하고 푸른빛으로 빛납니다. 나는 어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곳의 바다는 모든 이가 즐길 수 있는 수확물입니다.  

트롬쇠의 자연은 단연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이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따뜻
함이야말로 가장 인상 깊은 매력입니다. 나는 서남쪽으로 키스를 보내며 그 따스함이 만
류를 따라 먼 곳까지 흘러가기를 빌어봅니다. 

트롬쇠의 자연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트롬쇠의 사람들은 왕관입니다. 

새 장소 알아가기
트롬쇠의 멋진 풍경을 여행하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과 숨 막힐 
듯한 풍경을 최대한 즐기려면 한층 특별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센서스_Sensu입니다. 센서스는 다양하고 
직관적이며 운전이 즐겁기 위해 탑재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센서스와 함께라면 좋아하는 음악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센서스는 일 
년 중 어느 때나 완벽한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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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는 모든 이에게 지친다. 

말,  그러나 언어는 아닌. 

눈으로 덮인 섬을 향 해 나아간다. 

야생은 말이 없다. 

아직 글이 쓰이지 않은 페이지는 양옆으로 펼쳐진다. 

눈 속에 남은 사 슴의 흔적을 우연히 발견한다. 

언어, 그러나 말은 아닌. 

<1979년 3월에>, 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1931년 4월 15일 ~ 2015년 3월 26일)
스웨덴 출신의 시인이자 201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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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 상품 : 
샌크비스트 위크엔드 백 존, 유로 멘즈 노르딕 폴로 네이비, 여성 노르딕 폴로 화이트, 멘즈 노르딕 메리노 스웨터 www.collection.volvocars.com

1. 하만카돈 인이어 2. 개인 소장 카메라 3. POC 윌 선글라스 4. 에바솔로 워터 보틀 5. 오레포스 레전드 리브스 6. 개인 소장 지도 7. 노트북 카 헤리티지 8. 스칼라 
만년필 9. 샌크비스트 키링 10. 하만카돈 에스콰이어 미니 11. R디자인 크로노그래프 워치 12. 샌크비스트 브리프케이스 더스틴 13. 멘즈 노르딕 메리노 스웨터 

YoUr NeW 
TrAVeLLiNG compANioNS

l i f e st y l e  C O l l e C t i O n

새로운 여행 동반자 

볼보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국내 법규에 따라 수입이 불가하거나 생산 일정상 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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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깊게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디지털적인 삶만 분석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볼보 UX 
컴피턴스 센터_Volvo User 

Experience Competence Centre는 
오로지 현실 탐구에만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고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좀 더 멋지고 

단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바로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미디어는 끊임없이 생겨나 심화됩니다. 소통 방식은 항상 변화해왔으며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이 디지털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 업무의 대부분을 

아무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볼보를 
디자인할 때면 아이 컨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behind the screen

A glimpse

t e x t  /  P H OtO   / /   u l r i k a  H a m r é n  /  J e n s  l O r e n s s O n  &  Ca r l  J O H a n  e n g b e rg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막 세상에 나왔을 무렵,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가
장 먼저 달려든 건 전문가와 고학력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아이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세기가 바뀌면서 인터넷 기술은 아래로 퍼지
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익숙
하지 않은 그들의 부모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모들이 인터넷에 점차 능숙해지고 사람들이 아주 어린 나이
부터 인터넷을 쓰면서 가정 내 인터넷의 위상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스웨덴
에 사는 2세 유아의 절반이 최소한 가끔씩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출
처: 스웨덴인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한 연간 연구인 <스웨덴인과 인터넷 
2014(The Swedes and Internet 2014)>). 3세의 4분의 3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일곱 살이 되면 그 수치는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이 볼보> 매거진 2015년 여름호에서 우리는 볼보의 ‘드라이브 미’ 프로젝트
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디지털 습관에 대한 이
해에서 시작됐으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앞으로 바꿔놓을 것
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층 중요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
록 스스로 운전하는 볼보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은 휴먼 인터랙션의 필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
술은 결코 그 필요성을 해결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화해줍니다. 
휴먼 인터랙션은 아직도 사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발달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니
까요. 우리는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해야만 합니
다. 서로를 나의 마음속 이면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막을 넘

어서고 뉴 스피드를 극복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pAssiOnAt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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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속 숨겨진 이들의 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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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hy, Why? 왜, 왜, 왜? 

볼보의 UX 컴피턴스 센터는 여러분의 집 안까지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작업은 사용자 중심입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고객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보고자 하지요. 고객이 무엇을 열망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자신들의 삶 속에 자동차는 어떤 
역할을 할지 질문을 던집니다.” 볼보 UX 컴피턴스 센터의 니콜라이 뇌르-라스무센_Nikolaj 
Nøhr-Rasmussen은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한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라이프를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조
수석에 앉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집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고객 조사를 할 때면 우리는 고객의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무릅니다. 호기심
과 열린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또 우리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선입견을 가져서
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집니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
해 일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라며 니콜라이는 설
명을 잇는다. 

CatCh the Butterflies 나비를 쫓아서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 볼보 온 콜. 센서스 커넥트. 액티브 하이빔. 360도 카메라. 보행자 탐지. 
이것들은 고객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개발한 몇 가지 혁신의 일부 예시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에 이런 혁신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자동차에 타기도 전에 정체된 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
다. 고객에게 볼보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임을 보
았습니다. 어떤 문화권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볼보자동차의 혁신은 이러한 고객들의 주변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비록
루프 박스와 같은 단순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핵심은 관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자택과 자동차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
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요. 우리는 세밀한 부분을 찾고
자 하며 ‘왜’ 그런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왜 내비게이션 시스템 대신 휴대폰
을 사용하는 걸까요? 베이징에서 우리는 도시의 극심한 정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몇 센티미터를 위해 주차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운
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운전자가 탈 때보다 내
릴 때 한층 더 편안해지는 자동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비를 쫓아야 하는 것이지요”라며 니
콜라이는 말합니다.  

이 말에서 나비는 고객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볼보 UX 컴피턴스 센터는 여러 연구 중 하나를 
통해 최대한 ‘여러 마리’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 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
록 내용을 압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볼보자동차의 새 기능으로 재탄생됩니다. 니콜라이는  
“여러분의 자동차와 자택을 매끄럽게 잇는 가두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
니다.  

leading the digital revolution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볼보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의 발전 
과정에 발맞추는 동시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습관도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
운전_Self-driving 볼보자동차와 최첨단 안전 설비의 쇄신, 최신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통해 우
리는 감히 ‘발맞추는 것’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요. 

지난봄 디지털화 위원회는 스웨덴 정부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다른 많은 안건과 더불어 자
택 디지털 효율성 개발에 관련한 세제공제안과 누구나 자신의 커뮤니티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디지털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디
지털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없어진 건 아닐까요? 

필드에서 조사를 할 때면 
우리는 고객의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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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관련된 옵션 사항 및 액세서리는 국가별, 모델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ngine remote start 원격 시동
원격 시동_Engine Remote Start 기능은 추운 겨울에 원격으로 자동차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작동은 무척 간단해 버튼 하나면 엔진을 미리 켤 수 있어 자동차에 타기 전에 실내를 쾌적
하게 맞춰줍니다. 온도 설정은 마지막으로 주차했을 때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볼보자동차는 
당신을 미리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iPad* holder 아이패드 거치대
볼보의 아이패드 거치대를 쓰면 뒷좌석에서도 아이패드의 모든 즐거움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패드 거치대는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 모두에 장착할 수 있어 동시에 두 대의 아이패드를 쓸 수 있습니
다. 아이패드 거치대 두 개를 달아 뒷좌석 탑승자들은 서로 다른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며 인터넷 서
핑을 하는 등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가로로 거치대에 끼워 
사용하며 USB 케이블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USB 커넥터가 거치대의 밑면 플레이트에 연결
되어 아이패드를 쓰면서 휴대전화를 동시에 충전 가능합니다. 모든 배선은 앞좌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ark assist Camera, rear vieW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 후방 사각지대용
후방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는 후미판에 보이지 않도록 장착되어 있으며 자동차 뒤쪽을 한
층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후진 주차나 트레일러를 견인 고리에 달 때 아주 편리합니다. 카
메라가 포착한 화면에는 범퍼를 중심으로 뒤쪽의 많은 부분이 잡히며 센터페시아의 대화
면 액정에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화면에는 가상의 선이 표시되어 접근 중인 물체와 자동
차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후진 모드에서 자동으로 켜지며 기어를 다시 드
라이브에 놓으면 해제됩니다. 

Car Play 카 플레이
애플 카 플레이는 자동차 실내에서 아이폰을 한층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줍
니다. 카 플레이는 아이폰을 쓰는 고객이라면 이미 익숙해진 기능들을 볼보의 빌트인 디
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합니다. 액정을 누르거나 운전대의 조작 장치, 애플의 음성인식 서
비스인 시리를 통해 각종 기능을 조작합니다. 운전자는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걸거
나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음악을 듣거나 내비게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_Spotify 같은 앱을 쓰고 싶다면 운전하
기 전에 아이폰에 받아두면 됩니다. 특히 시리의 음성 컨트롤 기능은 무척 안전하고 유용
해 눈앞의 도로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시리는 문자를 읽고 써주며 주소록에 저장
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운전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건 물론 이러한 모든 걸 방해하
거나 불편함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카 플레이는 2016년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XC90부
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cOntrOl

카 테크놀로지의 활용

Park assist Camera, front Blind vieW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 전방 사각지대용
전방 사각지대용 파트 어시스트는 그릴 안쪽에 보이지 않게 달려 있으며 운전할 때 가장 필요
한 자동차 좌우측 45도의 확장된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버튼 하나만으로 손쉽게 작동하는 이 
카메라는 센터페시아 액정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며, 건물 밀집 지역에서 코너와 뒤쪽
의 장해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계(視界)가 막힌 번잡한 교차로에서 빠져나올 때 리어 뷰 
미러를 보완해주는 근사한 기능입니다. 또 뒤쪽의 볼보 파크 어시스트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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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들은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에서 시작해 

땅 위의 그림을 그 지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독특한 장소의 사람들

nature’s Blank Canvas 자연의 빈 캔버스
SImoN BECk, SNow aRTIST  스노 아티스트 사이먼 벡

“사람들은 백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폭설 후 새하얀 눈에 그
림을 그리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논리에 따
라 풍경화의 새로운 해석이 탄생했습니다.  

10년 전 사이먼 벡은 프리랜스 오리엔티어링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러
던 어느 날 그는 재미 삼아 눈 위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날 설화는 그의 
주업이 되었습니다. 매년 겨울 사이먼은 완벽한 강설_snowfall이 수놓은 천
연의 캔버스를 찾아 북반구를 방문합니다. 완벽한 장소를 찾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수학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갓 내린 눈 위로 설화를 신고 뛰면서 만들어내는 각각의 이미지에는 영감
과 정확성 위에 강렬한 에너지가 숨 막힐 듯한 감동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하
나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최대 11시간이 걸리는데 사이먼은 그동안 약 
40km를 이동하며 가로와 세로가  모두 100m에 이르는 면적을 그려냅니다.  

사이먼은 과거 오리엔티어링 지도를 만들 때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기술
과 테크닉을 설경화에도 사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자신의 머릿속
에만 존재하는 풍경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지요. 다음 눈이 올 때면 그 지도
가 현실로 만들어질 겁니다. 

text /  PHOtO  //   kennetH andersOn / simOn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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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PLACES

 www.volvocars.co.kr  ∕  www.collection.volvocars.com

확장 가능한 루프 박스

클리판 자동차 담요 

볼보 뉴 XC90에서 사용 가능한 테일게이트 점등 
스카프 플레이트 

로드 캐리어 슬라이딩 스키/스노보드 홀더

탈착식 토바 

볼보 뉴 XC90에서 사용 가능한 범퍼 보호 장치 

샌크비스트 위크엔드 백 존 

짐칸 양면 직물 매트 

8인치 스크린 2개를 갖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볼보 뉴 XC90 1:43 모형

볼보 뉴 XC90에서 사용 가능한 반전자 접이식 토바  

! 본 내용과 관련된 옵션 사항 및 액세서리는 국가별, 모델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 공식 전시장 또는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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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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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앞선 생각을 지닌 회사와 단체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합니다. 볼보자동차는 
여러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루고 범산업적인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의 이점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협력합니다. 애플과 함께 
카플레이를, 구글과는 섬세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예테보리 콘서트홀의 도움을 받아 실로 독특한 자동차 뮤직 익스피리언스를 개발했습니다. 
볼보자동차는 이미 협업 과정에 익숙합니다. 흔치 않은 협업일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한층 더 흥겨워집니다. 

cREaTE
창조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인 하우스 오브 다그마르_House of Dagmar는 최근 예술
가 엘리펀트_Elliphant와 협업해 세이브 더 그레이_Save the Grey라는 이름의 
의류 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음악 산업계에서 장르 파괴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윌리 넬슨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스눕 도그 같은 아티스트와 파트너를 이뤄 
차트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조니 캐시도 너비나와 사운드가든의 멤버들과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능력을 신뢰하고 존경한
다면 분명 개개인의 성과를 더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간의 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ConneCting CyCle helmets and VolVo Cars

사이클 헬멧과 볼보자동차의 연결
지난해 볼보자동차는 사이클과 겨울 스포츠용 최고급 헬멧을 제조하는 스웨
덴 회사인 POC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업은 볼보자동차의 클라우
드 기술 파트너인 에릭슨과 더불어 자전거 헬멧과의 연결 고리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이클 사용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앱을 써
서 볼보 클라우드를 통해 자신들의 GPS 위치를 볼보자동차와 공유하고 반대
의 경우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정 경우에 양측 모두 전방에 예측되는 접촉 사고 
등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습니다. 만일 충돌 가능성이 높다면 헬멧에 달린 경
고등(블루투스로 휴대전화와 연결)이 접근 중인 볼보자동차에 대해 다른 사이
클리스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아직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이클 사용자에 대한 접근 경고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막고 인명 피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PhilharmoniC ride 필하모닉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라디오를 듣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었건, 앨범을 듣던 간에 신형 볼보 
XC90의 사운드 시스템은 가장 까다로운 오디오 애호가조차 만족시킬 것입
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볼보는 유명 오디오 제작사인 바우어스 앤 윌킨스_Bowers & Wilkins와 손
을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스웨덴 예테보리 콘서트홀에서 듣는 것과도 같은 실로 극적인 
체험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볼보자동차는 예테보리 교향악단과 협업했습니다. 
우리는 콘서트홀 내의 800여 곳을 개별 측정하고 매우 섬세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뉴 XC90 내부에 콘서트홀의 음향을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체험
하고자 한다면 ‘예테보리 콘서트홀’ 모드로 컨트롤을 설정하면 됩니다. 고급 
청취 체험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새로운 정의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sPring ColleCtion with a benefiCial soundtraCk

유익한 사운드트랙과 함께한 스프링 컬렉션
2005년 창립된 스웨덴 패션 브랜드인 하우스 오브 다그마르는 여러 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으며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참신하고 우아한 의상을 인
정받았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카린 소데르린드_Karin Soderlind, 크리스티
나 셰데르_Kristina Tjader, 소피아 발렌스탐_Sofia Wallenstam은 자매입
니다. 회사의 이름은 재봉사였던 할머니의 이름에서 빌려왔습니다. 

시크하고 관능적인 느낌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다그마르의 옷을 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아르데코 시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의 컬렉션은 풍
요롭고 장인 정신으로 무장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유혹합니다.   

지난 2015 봄/여름 컬렉션의 뮤즈는 스웨덴의 가수이자 래퍼인 엘리펀트
였습니다. 엘리펀트는 존경받는 아티스트인 동시에 열정적인 활동가입니다. 
거친 산을 떠올리는 색상과 패턴으로 이뤄진 그녀의 컬렉션은 독특하게도 하
위문화와 섬세한 여성성을 결합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한층 심도 있는 목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른 곡, '세이브 더 그레이'는 특별히 하우스 오브 
다그마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이번 컬렉션에는 3종의 세이브 더 그레이 아이
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 사용될 예정입
니다. 이미 그녀는 모든 회색빛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브 더 
그레이’라는 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t h e  sto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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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본 조비, 와이클리프 진,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그린데이의 빌리 조 암스트롱, 시스템 오브 어 다운의 세르이 탄키안과 

볼보자동차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꿈꾸길 원하고 음악의 힘을 
믿는다는 점일 겁니다. 적어도 아비치로 더 잘 알려진 스웨덴의 DJ 겸 

프로듀서인 팀 베르그링은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아비치는 히트 싱글 <웨이크 미 업_Wake Me Up>에 힘입어 세
계 각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웨이크 미 업>은 84개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스포티피_Spotify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타 DJ 아비치는 트랜스, 컨트리, 디스코, 록과 소울을 모두 
믹스합니다. 하우스 음악에 말이지요. 캘빈 해리스나 데이비드 게타 같은 성
공을 거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아비치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유명세에 크
게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그는 과감히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 결과 그의 음악
은 장르를 뛰어넘는 자신감으로 차 있습니다. 

2013년에 아비치는 <Avicii X You>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비트를 제공해 아비치의 음악에 덧입히는 작업을 했
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40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보내온 13000 건에 가

까운 비트를 받았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X You>라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그
의 새 앨범 <Stories>에는 여러 건의 대형 컬래버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을 거
라 예상됩니다. 인터뷰에서 아비치는 존 본 조비,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과 그린데이의 빌리 조 암스트롱을 모두 자신의 스튜디오에 초대한 바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밝은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 아비치는 맹장과 담낭
을 제거했고 공연을 몇 차례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 다음 앨범
을 작업해온 그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뜨
고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
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시작



볼보 퍼스널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과정을 무척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해 
카센터 방문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완전히 바꿔놓고 싶습니다. 이를 현실화하
는 방안 중 하나로 볼보는 모든 고객에게 전담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PST)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담당 PST는 고객의 예약을 돕고 수리를 진행하며 예방 정비
를 제안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카센터에서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단일 창구

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볼보의 고향인 예테보리에서 일하는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인 요아킴 마르틴손을 만나 서비스와 수리에 대한 볼보의 일대일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건 수리에 대해 그가 평생 품은 열정과 
PST가 되기 위한 집념, 볼보 퍼스널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볼보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만큼 자동차 관리에 뛰어난 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로지 당신의 볼보자동차만을 위한 전담 볼보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이 있어 매년 당신의 자동차가 필요한 걸 제공한다면 삶이 얼마나 더 편해질지 생각해보십시오. 볼보 퍼스널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러한 수준의 헌신은 곧 기본이 될지도 모릅니다. 

a NEw PERSPEcTIVE 
새로운 시각

Vo lVo  P e r s o n a l  s e r V i c e

요아킴 씨, 안녕하세요.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이란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전 물건 고치는 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농장을 운영하
셨는데 제게 손에 닿는 것이라면 뭐든 분해해보라고 격려해주셨죠. 그러면 할아버지
께서 해체한 것들을 어떻게 다시 조립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 저
는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재미에 오래되고 고장 난 모터 자전거를 사서 고치곤 했습
니다. 그 후 열네 살이 되던 해 여름에 볼보자동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
고 그 뒤로는 다른 삶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비공 훈련을 받았고 시험에 합격하자 볼보자동차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
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일반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PST가 되고 싶
었습니다. PST가 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고객과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
고 일하는 점이 즐겁습니다. 고객이 카센터에 저를 보기 위해 들를 때면 아직도 특별
한 기분을 느껴요. 그런 경험이 일반 정비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고객을 응대
할 수 있게 해주죠.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모던하고 진보적인 일터에서 단골 고객들과 긴밀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친화력이 좋아야 하고 직관이 뛰어나야 하며 지식도 
많아야합니다. 이런 특징은 배우고 발전시키기에 매우 좋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고객
이 와서 그들이 받은 서비스에 정말 기뻐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
의 표현들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다음에는 한층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거든요. 

볼보 퍼스널 서비스의 이점은 무엇인지요?
볼보 퍼스널 서비스에서는 정비공들이 쌍을 이뤄 일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불
가능했던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테크
니션들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상대방에게서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한층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업 자체가 한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
는 일이라면 파트너 정비공은 그 시간에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지요. 고객은 단 1분이
라도 필요 이상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무척 효율적입니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들
을 볼보 퍼스널 서비스에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이 고객에
게는 큰 차이로 느껴지게 됩니다. 

퍼스널 서비스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중간 담당자가 없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본인의 자동차를 전담하는 PST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PST는 고객의 자동차 서비스 이력을 잘 알고 있기에 한층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서비스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만일 그보다 약간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동일한 PST가 고객의 자동차를 담당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조치해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가격을 산정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제게 손에 닿는 것이라면 뭐든 해체해보라고 
격려해주셨죠. 

*볼보 퍼스널 서비스는 국가별 적용 또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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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앞으로는 작은 눈꽃마저도 럭셔리 아이템이 될지 모릅니다. 겨울철 여행 브로슈어 표지에서 새하얗게 반짝이는 언덕을 볼 
수 있는 걸 보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눈뿐만이 아닙니다. 한겨울이 깊어질
수록 우리가 모두 더욱 갈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백야가 이어지는 나라에서조차 말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빛은  언제나 갈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북극광이 9300만 마
일의 여정을 끝내고 지구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열광적인 오로라 사냥꾼들도,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겨울날에 대비해 여름철 백야의 태양에 취해 흥청거리
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삶의 습관을 좌지우지하고 존경을 필요로 합니
다. 하지만 빛은 여전히 위대한 영감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
에 대해 경의를 표할지, 아니면 빛을 제어하고 그 힘을 활용해 우리 것으로 만들
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스웨덴의 풍경과 빛의 독특한 결합을 보고 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뿐만 아니라 빛이 그 주변 세계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추구해왔습니다. 네온 빛의 도시 거리에서부터 황혼에 물든 시골의 도로에 이
르기까지 현대 세계는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대입니
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불변의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눈앞의 도로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때로는 혁명적으로 밝히고자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는 볼보의 집념일 것입니다. 

INSPIRE D BY

북극광에서 받은 영감



Leave other cars in the shade 다른 차들은 어둠 속에 두고
볼보의 독특한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기능은 다른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을
지 걱정할 필요 없이 하이빔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차가 접근
하면 반대편에서 또는 뒤에서 오든 상관없이 독창적인 셰이딩 장치가 꼭 필요한 만큼 
빔을 가려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가려진 부분 외에
는 완전히 켜져 있어 길가의 보행자나 주차된 다른 차나 기타 사물들을 좀 더 보기 쉽
게 합니다. 

headLights that bend around corners 

코너를 도는 헤드라이트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밤에 운전하고 있다면, 특히나 가로등이 없고 시야가 나쁜 경
우에 코너를 돌았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볼보의 액티브 벤딩 
라이트 기술은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헤드라이트가 양쪽으로 최대 15 움゚직여 도로
의 다음 번 커브를 비춥니다. 이 기능은 야간에 시야를 개선해주며 당신과 차에 함께 
탄 이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합니다. 

thor’s hammer 토르의 망치
뉴 XC90의 라이트는 노르웨이 신화 속 천둥의 신인 토르를 기리고 있습니다. T자 모양
의 LED 주행등은 토르의 유명한 망치 모양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다른 차들

의 모든 실내 거울에 비칠 볼보 뉴 XC90만의 놓칠 수 없는 존재감을 부여합
니다. 토르의 망치가 빛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의 형제인 빛의 신 발데르는 그다지 신경 쓰
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가족이니까요. 

다음 코너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Auto dimmer mirror 자동 디머 미러 프레임 없는 실내 후방 거울로 뒤에서 오는 차로 인해 
방해되는 라이트를 자동으로 어둡게 해줍니다. 야간 주행 시, 뒤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프레임이 없는 북유럽의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거울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나침반을 통해 차량의 주행 방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 h e  sto ry



일광에는 보이지 않는 라이프페인트_LifePaint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면 나타나는 독특한 빛 반사 안전 스프레이입니다. 좀 더 안전한 사이클 탑승을 주목적으로 개발된 라이프페인트는 의류, 신발, 헬멧, 
유모차와 아동용 백팩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 줄과 목걸이에도 도포 가능합니다.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충돌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the genuine articLe 진정한 부품
당신의 볼보에 알맞은 램프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쉽게 잊곤 
합니다. 

당신이 모는 자동차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엔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간을 좀 더 
들여 알아본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고를 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라
이트를 선택할 때에도 똑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Life painting 라이프페인팅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라이팅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자동차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기업인 알베도100_Albedo100은 최근 울트라 반사 스프레이를 개발해 
한층 안전한 로드 사이클링을 가능케 했습니다. 약 열흘 정도 유지되도록 고안된 
라이프페인트는 자전거, 의류, 헬멧, 동물과 백팩에 뿌릴 수 있으며 빛이 닿을 
때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밝은 흰색으로 반짝입니다. 
올겨울 영감을 주는 빛을 찾고 있다면 꽁꽁 얼어붙은 북쪽 나라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볼보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자신만의 북극광을 감상하면 되니까요.  

t h e  sto ry

  Watch your back 뒤를 조심합시다

겨울이 다가오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도로 사
고의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
사 장비 없이 돌아다니는 보행자일수록 더
더욱 그렇습니다. 반사 장비 착용 시 도로 사
고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자료에도  
너무 많은 보행자가 여전히 장비 없이 집
을 나서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험 회사인 이
프_If와 패션 브랜드 백_BACK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
해 손을 잡고 반사 장비 컬렉션인 ‘워치 유어 백_Watch Your 
Back’을 만들었습니다. 

백_BACK 브랜드를 통해 앤-소피 백_Ann-Sofie Back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영향
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권위 있는 상도 몇 차례나 수상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다운 재킷과 세트로 된 다운 스커트, 벙어리장갑과 스카프, 가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어둠 속에서 스타일리시한 반사 장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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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계라도 한 번쯤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절대 떠오르지 않는 길고  
어두운 밤이 오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을 멈추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들어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관계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당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Vo lVo  w i n t e r  w h e e l s

장거리 관계

long

distance



당신이 운전하는 볼보자동차의 바퀴와 그 아래에 깔린 도로 관계는 악화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둘의 관계가 탄탄하
게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테스트가 진행되는 매서운 겨울철에는 더욱 집
중합니다. 자 그럼 당신의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t’s good to talk 대화의 이점
새로운 겨울용 휠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보 전문가만이 당
신의 볼보자동차와 당신의 운전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겨울용 휠을 골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know the facts 진실의 이해
자, 겨울용 휠의 선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왜 휠을 
바꿔야 하는가에 의구심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대답부터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온도가 7 ゚ 이하
로 내려가 여름용 타이어의 능률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온도에
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특수 설계한 트레드 컴파운드로 이뤄져 있어 고무가 노면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또 독특한 트레드 패턴을 갖춰 눈이나 슬러시, 물이 타이어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나 질척한 얼음 위를 달릴 때 그립감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이론을 실전으로
당신은 이제 새 겨울용 휠에 어울리는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왜 믿어야 할까요? 볼보자동차는 북극권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자리한 스웨덴의 작은 마을 요크모크에서 1970년대부터 매년 앞선 이론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무척 길며 기온 또한 정기적으로 영하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타이어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
다. 요크모크에서 실험한 결과와 남부 스웨덴의 테스트 트랙에서 광범위한 추가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올겨울 당신의 볼보자동차를 위해 최상의 그립과 핸들링, 전체적인 고성능을 
제공할 타이어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akIng the next steP 다음 단계로 향하여 
이제 남은 일은 당신이 선택한 새 겨울용 휠을 볼보자동차에 장착해 타이어와 그 아래 맞닿은 
노면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perfect
match

COMPLETE WHEEL, WINTER HERA 16" 
VOLVO S60, V60, V70, S80.

COMPLETE WHEEL, WINTER 10-SPOKE 20" 
ALL-NEW VOLVO XC90.

COMPLETE WHEEL, WINTER LESATH 19" 
VOLVO XC60.

자세한 내용은 볼보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국내 상황에 따라서 재고 및 주문 가능 여부, 모델별 적용 등이 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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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언제나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얀테의 법칙*일지도 모르며 
그도 아니면 이 지역이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던 시절을 사람들이 여전히 잊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그 이상에 대한 갈망, 입
을 다물고 있는 것과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볼보 크로스컨트리 (V40)가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
실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을 추구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동차니까요.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콘셉트는 자동차란 그 어떤 곳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크로스컨트리 (V40)야말로 그 정
의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지요. 1997년 V70 크로스컨트리를 선보이면서 시작된 어떠
한 길이든, 어떠한 날씨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크로스컨
트리 (V40)는 말쑥한 도시적 느낌과 한계를 모르는 모험 정신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전륜구동과 고급 서스펜션, 일반  V40보다 40mm 높여 한층 끌어 올린 지상고와
의 조합을 통해 날씨와 도로 상태에 관계없이 안전한 운행을 장담합니다. 앞뒤 스키드 
플레이트, 사이드 서크퍼 플레이트와 전체적으로 탄탄한 구조는 비바람 이상의 것으
로부터도 승객을 보호합니다. 신형 19인치 크로스컨트리 휠은 편안함을 더하고 노면 
노이즈를 감소시키며 다양한 4기통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은 세계적인 수준의 운전 

감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최소한으로 줄여 교외에서 맘껏 돌아다니고
도 양심에 걸리는 부분 없이 도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컨트리 (V40)는 성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도 거침없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더 눈길을 끕니다. 외부 스타일링의 
사소한 면면이 모두 모험을 추구하는 이 차의 특성에 맞춰 디자인되었습니다. 앞쪽 
어두운 색의 대조적인 벌집 모양의 메시 그릴과 곧은 주간 주행등, 내장 스키드 플레
이트가 달린 범퍼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적극적인 꾸밈새에도 이 차는 ‘대
립’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가 그 증거지요. 

우리는 드라이버가 운전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도록 인체공학과 편안함, 스타일
에 집중했습니다. 넓은 계기판과 부드러운 유선형 도어는 깔끔하게 정돈된 스칸디
나비아적인 공간감을 선사합니다. 아름답게 대조를 이루도록 박음질한 가죽 스티치 

커버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차내 테크놀로지를 언급하자면 편의
성과 안전성이 돋보입니다. 운전석 화면에는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
보만 표시되며, UI가 업그레이드된 센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양손으로 운전대
를 단단히 붙잡고 눈앞의 길에만 집중하도록 손을 대지 않고 쓸 수 있는 다양한 기
능을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랑처럼 들리진 않았으면 싶습니다. “겸손이 뭐지요? 얀테의 법칙은 
또 뭔가요?”라고 묻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끔은 상식을 던져버리
고 양쪽 세계의 최고만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개인과 성공에 대한 잘난 척하는 태도를 이르는 사회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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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walk the line, cross it
중도를 지키기보다는 선을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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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ech Fest

MusIc brIngs PeoPle together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음악

런던, 베를린, 보스턴, 웰링턴과 파리에 이어 이번에는 스웨덴의 우메아에서 2015 
뮤직 테크 페스트가 개최됩니다. 3일 동안 이어지는 음악과 아이디어의 향연인 뮤직 
테크 페스트는 프로듀서인 앤드루 더버와 미켈라 마가스라는 영국 커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새로운 악기와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과 놀이를 통한 
기술, 음성과 몸짓의 탐색으로 특이한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악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musictechfest.org에서 음악 세계의 최신 혁신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rosty love 얼음 위의 사랑

실내 장식과 침대 프레임이 모두 얼음으로 된 방에서 잠을 
청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오리지널 아이스호텔은 1989년 
스웨덴에 지어졌습니다. 북극권보다 200km 북쪽에 자리한 
유럽에서 가장 와일드한 강에서 천연 얼음과 눈을 채취해 
만든 이 호텔은 미술 갤러리와 호텔을 겸하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 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들을 위한 
캔버스입니다. 호텔이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때마다 
작가와 작품은 매년 달라집니다. 전시 기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기에 방문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아이스호텔에서 
원조 ‘얼음 위 취침’을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호텔의 얼음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매년 
봄이면 호텔은 다시 녹아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서두르십시오. icehotel.com

jukkasjärVi ice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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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ard the robocoaster!
모두 다 로보코스터에 올라타세요!

볼보자동차의 안전 전문가인 안데르스 악셀손_Anders 
Axelsson은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빌룬트를 방문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설계에 사용된 이론을 그대로 도로이탈_run-
off-road 충돌 보호 테스트법 개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충돌 테스트용 사람 인형을 로봇이 
운반해 도로이탈 충돌 시에 탑승자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볼보의 첨단 안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레고랜드가 궁금하다면 legoland.dk/en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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