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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TURE
겨울만의 향기가 시작될 땐 바다가 생각난다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함께하기에 겨울이 더욱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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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문밖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도전과 모험, 때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는 포드의 SUV 철학과 닮았다.
산속 자갈길, 굽이진 비탈길, 물길 등 거친 지형도 묵직하고 탄탄한 주행성과
안정된 승차감으로 드라이빙의 한계를 넘어선다.
도전과 모험, 탐험 정신이 깃든 포드의 SUV.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여유가 넘친다.

CEO MESSAGE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2020년은 포드에게 매우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은 올-뉴 포드 익스플로러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된 첫해이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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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포드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모델인 익
스플로러 PHEV를 선보여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은 한 해
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짐 팔리(Jim Farley) 신임 글로벌 최고경영자가
새롭게 취임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명확한 아우트라인을 수립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민첩하게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포드코리아는 다가올 2021년을 위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감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포드
코리아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여 국내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다가가려 합니다.
포드의 대표 모델인 익스플로러의 상위 모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출시하
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과 가족들이 익스플로러와 함께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포드의 풀 사이즈 대형 SUV 뉴
포드 익스페디션이 비교 불가한 공간감을 자랑하며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고, 세계적
으로 유명한 픽업트럭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 레인저 랩터, 아이코닉 정통 오
프로더 브롱코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모델들로 포드코리아는 수
입 SUV 시장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모두가 감탄할 픽업트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아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에서도
플래그십 풀 사이즈 대형 SUV 뉴 링컨 네비게이터를 도입하여 코세어, 노틸러스, 에
비에이터와 함께 SUV 풀 라인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전의 해였던 올해에도 포드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포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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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부활한 포드의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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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하기

004 CEO MESSAGE

018 THE DECISIVE MOMENT #3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함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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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는 것은 포드가 가진 신념의 일부이며, 이러한 포드의 노력은 2021년에

변화와 혁신, 포드코리아

NEW FORD RANGER
RAPTOR

겨울이 더욱 즐겁다

NEVER STOP EXPLORING

포드의 퍼포먼스 픽업트럭 레인저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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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을 위해 귀중한 공식 딜러사와 진행한 매칭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
사 활동을 후원했으며, 환경재단, 한국생활안전연합(SAFIA) 등 비영리단체와 협력

도 계속될 것입니다.

PLAY WITH FORD

포드코리아는 글로벌 환경을 반영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해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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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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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함께한 파라다이스

즐거운 겨울을 위한 포드의 추천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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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포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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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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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포드에서 선보일 역대급 라인업

수 있는 브랜드이자 기대를 뛰어넘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배우 길바울과 떠난 오프로드 캠핑

프리미엄 SUV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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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ORD EXPEDITION
풀 사이즈 대형 SUV 포드 익스페디션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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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데이비드 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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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거진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차량들은 포드 글로벌 모델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제원, 옵션 및 적용 여부는 가까운 포드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Y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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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형
2020년 대형 럭셔리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포드코리아가 2021년 SUV와 픽업트럭 등 다양한 세그먼트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SUV인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에서부터 포드의 정통 4×4 픽업트럭인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레인저 랩터’. 이와 함께 풀 사이즈 SUV인 익스페디
션과 2020년 7월 미국에서 공개되어 높은 사전계약률을 기록한 ‘포드 브롱코’까지. 국내 SUV와 픽업트럭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올 역대급 라
인업을 미리 살펴봤다.
EDITOR 김해길

THE DECISIVE MOMENT

04

급이 다른 그들이 몰려온다. 2021 년 포드에서 선보일 역대급 라인업
MY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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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ORD
EXPLORER PLATINUM
현재 대형 SUV 시장은 소리 없는 전쟁 중. 이 전쟁에서 포드는 가장 먼저 2021년 플래그십 대형 SUV인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출시를 발표했다. 프리미엄 SUV 트렌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EDITOR 김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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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단 트랜드미션을
통해 고속 기어 및 저속 기어로
효율적인 변속이 가능하다.

Side-Wind Stabilization 기능은 다리를
건너거나 혹은 개방된 도로에서 주행 시 심한
강풍에 맞서 주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규모 여행 및 혼자 즐기는 여가 생활이 늘어

에 각종 편의 사항들을 업그레이드한 익스플로러의 프리미엄 모델

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이다. V6 3.0ℓ GTD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70마력의 향상된 파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역시

워트레인이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전면부 그릴 디자인과 마사지 기

세분화되고 독립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차박’이라는 편리하고도

능이 포함된 1열 시트,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등이 탑재되었다. 뿐

빠른 캠핑 아웃도어 트렌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만 아니라 고급 소재로 마감한 센터페시아, 플래티넘 특유의 패턴

아웃도어 자동차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차종은 무엇일

이 적용된 가죽 시트 등 각 파트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고사양

까? 대세는 SUV인데 그중에서도 넓고 큰 대형 SUV가 시장을 좌우

의 출력과 프리미엄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대형

할 정도로 크다. 온 ·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주행 능력, 많은 짐을 싣

SUV 시장에서 단연 만족도를 충족시킬 차임이 명백하다.

기에 넉넉한 적재공간, 차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장점 등 가심비와

가족과 연인 때로는 혼자서도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길 원한다면

가성비를 모두 잡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만한 만족도를 자랑하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형 SUV의

포드는 2021년 1월 플래그십 대형 SUV 익스플로러의 상위 모델인

가치와 매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2021년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

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New Ford Explorer Platinum)을 출시

한 일. 어쩌면 인생의 자동차로도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마치 포드의

한다. 익스플로러는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을 개척해 현재까지도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기준 2020년 11월까지 단일 모델 누
적 판매량 5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기존 익스플로러의 다재다능한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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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으로
온·오프로드에 상관없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다.

MY FORD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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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NEW FORD
BRONCO
EDITOR 김환기(<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편집장)

24년 만에 부활한 포드의 정통 오프로더 브롱코
2020년 7월 미국에서 사전 공개된 포드의 정통 오프로더 브롱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오프로드 마니아들 사
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의 헤리티지와 현대 기술의 만남으로 익숙하지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
한 브롱코. 포드의 상징적인 시그너처 모델을 하루빨리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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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브롱코의 역사
F-150 랩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포드 브롱코는 Blue Oval의 오프로드 아이콘이었다. 1960년대에 Jeep CJ 및 International Harvester
Scout와 같은 기존 모델의 대안으로 만든 Bronco는 수년에 걸쳐 완벽한 풀 사이즈 SUV로 변형되어 압도적인 오프로드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다. SUV 시장의 변화에 따라 1996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24년 만에 새로운 브롱코가 돌아왔다. 과거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포드 오프로드 기
술이 집약된 하나의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섰다. 브롱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는 브롱코 진화의 역사를 소개한다.

포드 브롱코 출시
1965년 8월 11일. 1966년 최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1세대 포드 브롱코 출시.

BAJA 1000 우승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 레이스인 BAJA 1000 참가.
이 레이스를 위해 자체 제작한 유일한 사륜구동 차량으로 우승.

브롱코 첫 번째 업그레이드
파워 스티어링과 자동변속기 옵션 추가.

2세대 브롱코 출시

1
2

패밀리 SUV의 변화

업그레이드된 오프로드 기능으로 완전히 새로운 2세대 브롱코 출시.

1 오프로드 지형의 급격한 낙하와 가파른 경사에도 거뜬하다.
2 브롱코의 상징인 야생마 엠블럼과 슬라이드 아웃 테일게이트.
3 높은 위치의 공기흡입구로 인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패밀리 오프로드 SUV로의 변화를

차체의 사이즈 스펙 증가와 자동 잠금 전면 허브가 있는

시도한 3세대 브롱코.

풀타임 사륜구동 트랜스퍼 케이스를 처음으로 적용.

25주년 스페셜 에디션 출시

3

브롱코의 25주년을 기념하여
Silver Anniversary 스페셜 에디션 출시.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브롱코 생산 중단.

브롱코의 화려한 컴백
2020년 7월 13일. 브롱코와 브롱코 스포트를 포함한 2021 브롱코 라인업 발표.

12

BAJA 1000 레이스로 귀환한 브롱코
BAJA 레이스에서 승리한 지 50주년 기념으로
참가한 브롱코 R 프로토 타입.

© Ford Motor Company

브롱코와의 작별
패밀리 SUV와 크로스오버가

MY FORD

13

2021 JANUARY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 및 다운힐 컨트롤, 테일 컨트롤이 가능해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14

독립적인 프런트엔드를 사용해 극한의 오프로드 환경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구성으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센터페시아를 구성했다.

MY FORD

각종 레저용품을 수납하기에 알맞게 프런트 및 리어 시트는 내구성 높은 인조가죽 시트가 제공된다.

15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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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VE MOMENT #3

NEW FORD
RANGER RAPTOR
EDITOR 김환기(<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편집장)

포드의 퍼포먼스 픽업트럭 레인저 랩터
픽업트럭 명가 포드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레인저 랩터’. 아웃도어 라
이프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며 다시금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
고 있다. 평일엔 업무용으로, 주말엔 아웃도어 레저용으로 이른바 전천
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오프로드 마니아 사이에서 위시리스트로
떠올랐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출력 디젤 바이터보 엔진 및 10단 자동
변속기어가 적용되어 안정성까지 인정받아 강하지만 똑똑하고 영민하지
만 힘 있는 ‘머신’으로 손꼽힌다. 오직 포드의 정통 4×4 퍼포먼스 픽업트
럭 레인저 랩터만이 가진 매력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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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VE MOME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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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ORD
RANGER WILDTRAK
EDITOR 김환기(<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편집장)

픽업트럭 마니아를 유혹할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자동차를 제원과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브랜드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사용자의 목적 등 다양하고 복잡한 셈법이 작
용하기 때문이다. 이 복잡한 셈법을 간단하게 정리해줄 중형 픽업트럭 모델이 등장했다. 효율성과 기능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갖춘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이
다. 정식 출시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능동형 소음 제어 및 능동 제동 장치,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등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기능을 적용했
다. 차량 전복 방지, 트레일러 제어 등의 기능이 더해져 도심부터 험로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똑똑한 픽업트럭 ‘레인저 와일드트랙’, 당신을 현혹할 충분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드 키리스 패드 시스템, 파워 스타터 버튼 및 8인치 터치 스크린에는 핀치 앤 스와이프 제스처로 컨트롤이 가능한 포드의 싱크3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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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사이즈 대형 SUV 뉴 포드 익스페디션
가족과 캠핑을 즐기는 문화와 트레일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포드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대형 SUV, ‘익스페디션’을 출시한다.
패밀리카의 수요와 관심이 많아진 요즘 익스페디션은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익스플로러보다 한 체급 더 큰 사
이즈의 SUV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차박, 아웃도어 활동 등에서 필요한 장비나 도구, 짐을 싣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재공간과 쾌
적함을 제공한다. 또한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준다. 가족과 행복한 추
억을 만들고 싶다면 간단하다. 익스페디션이 함께한다면 말이다.
1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미리 노면 상황을 인지하여 충격을 줄이는 CCD 기술이 적용되었다.
2 운전 중에도 조작이 용이하도록 물리적인 컨트롤러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DECISIVE MOMENT #5

NEW FORD EXPEDITION
EDITOR 김환기(<고아웃> 코리아 매거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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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RUN WITH THE FORD

EXPLORER in
NATURE
#1

2021 JANAUARY

winter breeze
EDITOR 김해길 PHOTOGRAPHER 이충희

살을 에는 듯한 바닷바람.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
겨울만의 향기가 시작될 땐 바다가 생각난다. 익스플로러와 함께하기에 겨울이 더욱 즐겁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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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다는 언제 마주해도 아름답다. 새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의 경계선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연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에 집중하다 보
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잊은 듯한 착각마저 든다. 겨울은 눈과 귀를 편안하게 하는
마법 같은 계절이다.

겨울은 봄, 여름, 가을 동안 온 세상을 노랗고 붉게 물든 자연에게 휴식을 주는 계절이다. 기나긴 추위가 때론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매력을 지닌 계절이기도 하다. 그런 매력을 즐기기엔 동해 바다만큼 완
벽한 곳도 없다. 해안도로를 따라 여유롭게 드라이브하기엔 넓고 편안한 차가 필요할 터. 매서운 바다 날씨와 혹한
의 계절에도 SUV 하나면 걱정할 것 없다. 익스플로러는 겨울 바다를 즐기기에 딱 맞는 차다. 혼자, 때로는 연인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해도 부담이 없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마음의 시동을 켜고 달려
보자. 익스플로러가 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테니.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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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WITH THE FORD

EXPLORER in
NATURE
#2

2021 JANUARY

healing
in the nature
EDITOR 김해길 PHOTOGRAPHER 이충희

한겨울 찬 바람이 몰아쳐도 왠지 집에만 있기엔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든다. 간단한 낚시
도구만 챙겨 목적지 없이 떠난다. 우연히 마주한 장면. 햇볕, 바람, 강이 맞닿은 곳.
나무 사이로 얼굴을 드러내는 햇살이 세상 반가울 따름이다. 가끔은 무작정 떠나보자.
익스플로러만 있다면 어디든 레츠 고!

2021 JANUARY

굽이굽이 좁은 길을 따라 강으로 접어든다. 복잡한 도심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자연과 마주했다. 이
정표 없는 오프로드를 만나는 짜릿함은 아웃도어를 즐기는 묘미 중 하나다. 자연에서 누리는 여유와
행복. 나의 삶을 재발견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쉼표 같은 시간이다.

마음이 탁 트이는 자연을 마주하며 스트레스와 지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다양
하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얻고 싶다면, 낚시만한 것이 없다.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레포
츠이기도 하고, 준비와 반복의 과정을 통해 단순함의 이치도 배우게 된다. 낚시를 하며 자연스럽게 접하는 캠핑
도 역시 친숙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다.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즉 ‘캠낚’이 주목받으면서 SUV
차량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SUV라고 모두 ‘캠낚’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장단점 그리고
짐을 싣는 여유로운 적재공간이 갖춰져야 한다. 익스플로러는 둘 사이의 접점을 아주 잘 맞췄다. ‘캠낚’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장비가 바로 익스플로러다. 익스플로러는 당신을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안내
할 것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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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 in
NATURE
#3

2021 JANAUARY

sunset wave
EDITOR 김해길 PHOTOGRAPHER 이충희

겨울 햇살을 머금은 억새는 마치 따뜻하고 평화로운 낙원같이 느껴진다.
바람결을 따라 자유롭게 흔들리는 억새를 바라보며 달린다. 길 끝에 마주하는 종착점은 오늘의 파라다이스다.
하늘이 색을 머금고 변신을 꾀할 때, 붉게 물든 노을이 나를 반긴다.

2021 JANUARY

겨울은 의외의 장면을 선물한다. 높고 청명한 겨울 하늘 아래, 억새와
노을의 뜻밖의 만남은 아름다운 물결이 춤추며 한 폭의 장관을 연출한
다. 완벽한 날의 완벽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한겨울 억새는 가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겨우내 자연이 차가운 색으로 갈아입는 동
안 우연히 억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 된다. 억새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마치 파
도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완벽한 억새를 만나려면 드넓은 평야나 산등성이를 달려야 한다. 그러려면 안정성과 기동력을
갖춰져야 한다. 익스플로러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거나 울퉁불퉁한 노면의 상황에서도 안정
적인 접지력을 발휘해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전자제어 주행 안전장치를 내장한 어드밴스드
랙은 엔진 출력과 제동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롤링을 막는다. 게다가 지
형 관리 시스템은 진흙, 눈, 모래 등 지면 상황에 맞게 차의 상태를 최적의 조건으로 맞춘다. 익스
플로러와 함께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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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를 친구 삼아 오늘은 이곳에서 쉬기로 한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
려한 노을은 사라졌지만 밤하늘의 별이 겨울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준다. 작지만 아름다운 별이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수놓는다.

캠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다. 떠나기 전 캠핑 장비와 음식, 날씨, 온도,
도로 상황 등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 과
정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것에 익숙해졌던 나를 다시금 일깨우면서 오롯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
게 된다.
익스플로러의 실내를 보면 캠핑에 완벽한 차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2, 3열을 접으면 무겁고 큰
캠핑 장비를 남김없이 싣고도 여유롭게 차박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익스플로러를 타고 떠나 아
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긴 뒤 적당한 곳에 텐트를 치면 완벽한 캠핑이 시작된다. 넓은 공간과 넘치
는 힘, 다양한 험로를 여유롭게 주파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성. 익스플로러가 왜 인기 있는지 더
이상의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이유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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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CAMPING ITEM

MUST-HAVE FOR
CAR CAMPING
전망 좋은 집, 루프톱 텐트부터 밤을 불태울 화로까지. 마이 포드를 가득 채울 차박 캠핑 아이템 68종.
EDITOR 손시현

TENT-BOX

Tentbox Classic

PART.1 For a Deep Sleep

FREESPIRIT RECREATION
HIGH COUNTRY 55”

WIWO

옥상 천막의 대형 윈도를 통해 360도
파노라마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SUV는
물론 세단에도 적합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 262만원부터

New Black Shelter L
위오의 3~4인용 미니멀 셸터. 230×190cm의 넓은 전면
출입구로 높이가 조절되는 전동 트렁크를 갖춘 모든
차량의 도킹 셸터로 사용할 수 있다. 뒷면에도 출입구가
있어 활동성이 높은 아이템. 45만원

텐트 박스의 베스트셀러인 텐트
박스 하드 셸의 업그레이드
버전. 루프 캐리어처럼 차 위에
설치 후 원하는 곳 어디서든
잠금장치만 해제하면 손쉽게
피칭할 수 있으며, 6cm의 폼
매트리스가 함께 제공된다.
288만원부터

BIG AGNES

Sand Wash Car Tarp
빅 아그네스의 샌드 워시 카 타프. 차량 루프
랙에 설치한 수납 색에서 크로스 폴과 타프 폴을
꺼내기만 하면 손쉽고 빠르게 어디서나 그늘을
만들 수 있다. 42만7000원

ALU-CAB

Explorer Autana 4
최대 4명까지 수용 가능한 툴레 테푸이
루프톱 텐트. 탈부착식 어넥스가 있는
확장형 어닝룸을 추가할 수 있으며
600데니어의 폴리에스테르-면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 사계절 악천후를
거뜬히 버틴다. 329만원

ACOPLAR

My Auto Cube Kalahari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아코플라의 마이 오토큐브 칼라하리. 5가지 모듈을
결합한 형태로 개방감이 뛰어나 대형 SUV용 차박
텐트로 추천한다. 84만3000원

POLARIS

Ursa Car Tent

AUTOHOME

폴라리스의 우르사 차박 텐트. 폴대 2개로
차량과 간편히 도킹할 수 있으며 단독 자립이
가능한 셸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상단에
블랙 코팅을 적용해 강력한 햇빛과 비를 완벽
차단한다. 62만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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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us Black Edition
매트리스까지 올 블랙 컬러의 오토홈 콜럼버스 블랙
에디션. 한 면만 높이 올려 설치하는 삼각 형태로
오픈 시 최대 150cm 높이로 개방감과 내부 안정감이
뛰어나다. 패브릭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Airtex®를
적용해 방수력이 높고 상단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기후
에어캡을 적용했다. 483만원부터

MY FORD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브랜드 알루캡의 루프톱 텐트. 경량
알루미늄 구조에 공기역학 디자인의 하드 셸 텐트로 내구성이 높고,
두께 7.5cm의 고밀도 폼 매트리스가 내장되어 있다. 520만원

TENT

THULE TEPUI

Gen3 Expedition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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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ON

Ultralight Air-Core Travel Pillow
패킹할 수 있는 여행용 에어 베개로 상단은
폴리에스테르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하단은 폴리아미드
나일론으로 제작됐다. 4만2000원

KLYMIT

Insulated Double V

SNOW PEAK

V 형태 디자인의 2인용 슬리핑 패드.
Klymalite™ 합성 단열재를 사용해 보온력을
높였으며 나란히 배치된 V- 체임버 구조는
두 측면의 공기 이동을 제한해 옆 사람의
뒤척임에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7만4000원

Stretch Pillow

콤팩트한 크기의 아웃도어 베개.
미세한 공기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캠핑은 물론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4만7000원

BIG AGNES

Q Core Deluxe Pillow
야외 잠자리에서 안락한 수면을 위해
매트리스만큼이나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베개. Q
코어 딜럭스 필로는 독자적인 I-Beam 구조를 사용해
안정적인 숙면을 돕는다. 또 벨브로 공기의 양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다. 6만1000원

KLYMIT

Klymaloft Sleeping Pad
클리마로프트 폼 매트리스와 공기층의
조합으로 쿠션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슬리핑 패드. 사이즈는 레귤러부터
XL, double까지 다양하게 출시됐다.
18만3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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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Robe

20세기 초반, 마차 혹은 기차
여행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휴대용 모터 로브.
고급스러운 패턴의 펜들턴의
모터 로브는 숄더 스트랩이
있는 캐리어가 제공되어
활용도가 더욱더 높다.
12만5000원

SLEEPING BAG &
BLANKET

SLEEPING
PAD & PILLOW

PENDLETON

MY FORD

THERMAREST

Honcho Poncho™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난
프리마로프트 소재의 혼초
판초. 입을 수 있는 형태의
블랭킷으로 일반 블랭킷처럼
직사각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부분의 포켓에 말아
넣으면 패킹도 가능하다.
가격 미정

ENO

Field Day™ Blanket
차박 캠핑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블랭킷.
독특한 패턴으로 실내를 꾸미기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점은 미니 버클이 있어 핸즈프리 케이프로
변형된다는 점. 100% 재활용 플리스 소재를
적용했다. 8만8000원

MONT-BELL

Down Multi Blanket
외투, 침낭, 블랭킷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필파워 800의 구스 다운 블랭킷. 봄 · 여름
시즌에는 이불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착된
밴드를 활용 시 침낭처럼 사용할 수 있다.
28만9800원

WESTERN MOUNTAINEERING
Puma GWS Expedition

웨스턴 마운티니어링의 고어 윈드스토퍼 시리즈. -32℃의 온도에도 따뜻한 보온력을 제공하는 필파워 850+의 구스 다운을 적용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잠기는 코드가 부착되어 늘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1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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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TURE

GORDON MILLER
Cordura Seatback
Organizer TP

밀리터리 스타일의 시트
백 오거나이저. 8열의
Molle 웨빙으로 택티컬 팩
시리즈의 다양한 시스템
파우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카라비너와 벨크로를 활용해
개인의 취향대로 커스텀을
즐길 수도 있다. 9만3000원

HIBROW

Director’s Chair

1950년대 할리우드의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던 디렉터스 체어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 인도네시아의 티크 원목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형태 변형이 적고,
스테인리스 하드웨어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2
 7만7000원

THERMAREST

HÜNERSDORFF

UltraLite Cot™

Aluminium Profi-Box

독특한 폴 받침 디자인으로
무게를 줄인 초경량 야전침대.
ThermaCapture™ 소재로 신체의
복사열을 이용해 더욱더 따뜻한
취침을 돕는다. 가격 미정

HELINOX

Elevated Dog Cot M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에 유용한 아이템.
인장강도와 마찰강도가 높은 나일론 모노 메시
소재를 적용해 손상과 긁힘을 최소화했다.
사이즈는 M, L 두 가지로 반려동물의 체구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21만원

SNOW PEAK
IGT Sleem

시크한 컬러의 우드 상판을 적용한 테이블.
경차에도 수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크기.
48만8000원

SLOWER by Mancave
Folding Stool Casino

슬로워의 폴딩 체어. 의자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폴딩 체어인 만큼 휴대성이 높아
차량에 수납하기 좋은 아이템. 최대 지지력은
150kg으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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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안정적인 두께의 알루미늄 수납 박스. 30L, 48L, 73L의 다양한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납은 물론 플레이트 버너를 적재해
요리 스탠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 17만원부터

MY FORD

RINGOPLAST by Beiger Hardwear

RP Unista M 640 Folding_M

공간 활용도가 높은 메시 스타일의 폴딩 박스. 중금속이나
카드뮴 등의 유해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거쳤기에 빵과 채소 등의 식품 상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5만8000원

SLOWER by Mancave

Folding Container Estoril
인도어와 아웃도어에서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딩
박스. 접이식으로 보관과 수납이 용이하고, 1.5kg의 무게로
매우 가볍다. 커버에는 손잡이가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판매되는 Table Top Steer 적용 시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다. 4만8000원

SLOWER by Mancave
Hang Stock Storage 95l

고강도 소재를 사용한 접이식 스토리지. 최대
95L의 용량으로, 일상생활이나 캠핑 시 수많은
짐을 보관할 때 용이하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쉽게 보관할 수 있다. 8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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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WARE

DOD

Petit Moefire
콤팩트한 크기의 미니 화로.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울 수 있으며,
상단의 작은 그릴에 컵을 올려두면 음료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다. 18만5000원

TRANGIA

Storm Cooker 37-5
UL/BL

THERMOS

프라이팬과 소스 팬 1개,
바람막이와 다용도 손잡이,
알코올 버너가 포함된
트란지아의 스톰 쿠커 세트.
논스틱 코팅 처리된 표면에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세척이 손쉽다. 14만7000원

JCW-504K

퍼플 컬러의 470mL 푸드
컨테이너. 진공 단열 구조로
제작된 우수한 보온력으로
6시간 기준 60℃ 이상
온도를 유지해 겨울에도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3만원대

PETROMAX
Atago

3초 만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 접이식 화로.
이중 실린더 형태로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하며 스토브
오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
39만8000원

TYUMEN TITAN

포켓 수납이 가능한 260mL
티타늄 플라스크로,
튜맨의 보틀 디자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다.
주입구에 물이나 음료 혹은
기름까지 넣어 휴대할 수
있다. 4만6000원

KEITH

Titanium Canteen
Mess Kit
식수와 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아이템. 수통과 반합을
포개어 수납할 수 있으며,
패브릭 스트랩이 달린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
22만원

SOLO STOVE
Bonfire

솔로 스토브의 인기 제품
본파이어. 이중벽 구조로
하단 구멍에서 공기를
끌어와 가열된 산소를
상단으로 공급해 2차 연소를
일으킨다. 그 때문에 연기는
물론 청소할 재가 거의 없는
신기한 아이템. 30만원

TYUMEN TITAN

Titanium EP Crown Stove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크라운 형태의 티타늄 스토브.
연료 받침을 제외하면 작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우드 스토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머니 속에 수납될
만큼 슬림한 패킹 사이즈를 자랑한다. 3만9000원

MINIMAL WORKS
Crown Stove

한국 고유의 미와 효율성을
담아낸 고화력 스토브로
미니멀웍스 시그너처인
도깨비 눈과 불꽃 디자인을
적용했다. 확장성과 안정성을
더하는 삼발이로 콤팩트한
수납 및 보관이 가능하다.
6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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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GO

Hexagon Wood Stove

PRIMUS

바르고의 헥사곤 우드 스토브. 개별
티타늄 패널로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원뿔 형태로 열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에너지 효율이 높다.
9만5000원

Campfire Cutting Set
아웃도어 쿠킹에 빠질 수 없는 칼과 도마. 오크
우드 소재의 도마와 작은 크기의 나이프를
파우치에 보관할 수 있다. 휴대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파우치는 물기나 음식물이 묻어도 PU
코팅 처리되어 쉽게 닦아낼 수 있다. 8만9000원

MY FORD

CAMPFIRE

Titanium Bottle 260

43

CAR CAMPING ITEM

SPEAKER

PART.3 A Little More Action
LUMINOODLE
Light Rope

BLACK DIAMOND
Moji Lantern

풀 스펙트럼 RGB
LED를 장착한 모지 컬러 랜턴.
캠핑에서의 저녁 파티나 텐트
안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때 오색 빛이 당신의 모험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일지도.
최대 사용 시간은 80시간.
4만원

IPX 67 방수 등급의 차박 캠핑
필수 아이템. 차 실내외에
걸어 장식할 수 있는 라이트
루프로, 함께 제공되는
립스톱 나일론 파우치
안에 돌돌 말아 넣어 일반
랜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3만3000원

GENEVA

Touring S+
포터블 라디오에서 영감을
받은 레트로 스타일의
블루투스 스피커. 스피커뿐만
아니라 정밀한 디지털 튜너를
이용한 고품질 라디오
방송까지 들을 수 있다.
35만원

BALMUDA

The Speaker
사운드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발뮤다의 블루투스
스피커.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상향식 구조의 입체 사운드를
제공하며 3개의 LED 유닛이
음악에 맞춰 선명하게 빛난다.
44만9000원

BRIONVEGA by
Editori
Wearit

TENT-MARK DESIGNS

영국의 디자이너 마이클 영이
디자인한 블루투스 스피커. 팬시한
가방 케이스에 수납해 아웃도어
활동 시 휴대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핸즈프리
마이크 기능, 스마트폰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한 아이템. 29만원

Nature Works Bottle
Lantern

우드와 글라스의 조합이 유니크한
양초 랜턴. 밝기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양초만이 주는
감성 캠핑 아이템으로 제격.
5만7800원

VIFA by Editori

Reykjavik

실외 공간에서도
360도 확산하는 풍부한
음량과 뛰어난 음질의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아이슬란드
해변 지대를 연상케 하는 암석
형태에 크바드라트 패브릭을
감싸 부드럽고 깔끔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29만원

HURKINS

Staralpha Slim 2.0
2000루멘의 강력한 밝기와 6700mAh의 배터리 용량의
LED 랜턴. 발광부는 180도 커브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폭넓게 빛을
제공하는데 특히 특허받은 360도 회전 보디로 어떠한 방향에서도
제약 없이 빛을 비춘다. 4만9000원

GOALZERO

Lighthouse 600 Lantern & Usb
Power Hub
최대 600루멘의 LED 랜턴이자 USB 파워 허브.
태양광 패널로 USB 포트에서 내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내장된 수동 크랭크를 사용해 비상시
충전할 수 있다. 6만9000원

IDEALL

Flame Pod
불꽃의 흔들림을 재현한 무드 랜턴. 60개의
개별 로직에서 프로그램된 LED가 독특한
불꽃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가격 미정

BANG & OLUFSEN
SUDIO

LANTERN
44

Femtio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의 블루투스 스피커. IPX 6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아웃도어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다. 듀얼 페어링
기능으로 하나의 디바이스에 2개의 펨티오를 설치해 더 넓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6만9000원

MY FORD

Beolit 20

뱅앤올룹슨의 인기 모델, Beolit 17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모델.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한 360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스피커에 내장된 무선 충전
스테이션으로 각종 휴대 기기까지 충전할 수 있다.
69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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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YAKIMA
EasyTop

탈부착이 편리한 소프트 랙. 스키,
스노보드에서 보트, 서프보드에
이르기까지 최대 80 lbs의 길고 평평한
장비를 운반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차량
위에 스트랩을 달고 몇 분 만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간편하며, 두꺼운 폼이 차량과
장비를 보호한다. 13만7000원

THULE

Motion XT XL
각종 캠핑 장비는 물론 낚싯대와 같은 패킹이
한정적인 제품을 수납하기 좋은 루프 박스. 공간
효율성, 공기역학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슬라이드 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상판이 자동으로
잠기고 더욱더 단단히 닫힌다. 129만원

THULE

THULE

933 Easy Fold XT

7325 Snow Pack Extender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최대 두 대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잠금 기능이 있는
토크 리미터 레버로 자전거를 간편하게
적재할 수 있다. 최적의 토크에
도달하면 ‘찰칵’ 소리를 내며 고정 적재
용량이 커서 산악자전거는 물론 전기
자전거도 운송할 수 있다. 133만원

거의 모든 유형의 스키와 스노보드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루프톱 캐리어.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지탱력이
뛰어난 고무 재질의 암으로 스키와
스노보드를 단단히 고정한다. 랙 위에서
이동하는 확장 형태의 캐리어로 장비를
혼자서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다. 40만원

THULE

898 Hullavator Pro
카약을 들어 올려주는 가스 보조
스트럿 덕분에 카약을 직접 싣고
내릴 수 있다. 8점식 패딩 지지부를
통해 카약 보호를 최대화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이중 코팅된 강철 구조
및 알루미늄으로 내구성을 한층
높였다. 98만원

SUSPENZ

CARRIER

Storage Rack
스마트한 자충 공기압 루프 랙. 투어링 또는 가벼운
피싱 카약 시 유용한 아이템으로, 별도의 펌프가
필요하지 않은 자충식 랙이다. 약 45kg 미만의 카약을
적재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작게 말아 전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다. 15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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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VE R STO P EXPLO RIN G
모험을 사랑하는 배우 길바울과 떠난 오프로드 캠핑. 두 발로 유럽 대륙을, 개썰매로 북극을 건넌 그가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타고 오지를 찾았다. 익스플로러와 함께라면 훌쩍 떠나 멈춰 서는 모든 순간이 모험이 된다.
EDITOR 이선웅 PHOTOGRAPHER 박상혁 MODEL 길바울

2021 JANUARY

언젠가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타고
실크로드를
여행하고 싶다.

배우 그리고 여행가로 바쁜 나날을 보냈
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서울에서의 삶을 잠시 정리하고 제주로 내
려가 아메리칸 헤리티지 콘셉트의 카페 ‘친
봉산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을
걷고, 자연에서 밤을 보내는 자유로움을
만끽 중이다. 여행이나 캠핑 등 평소 좋아
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더 적

길바울

는 존재. 차를 고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

듬직한 체구가 인상적이다. 차박도 세 명

싶은 액티비티가 있다면?

턱에서 즐기는 승마에 푹 빠져 있다. 자연

극적으로 취미를 찾고 나아가 일로 연결시

―

다면?

은 거뜬할 정도로 넓고 편안해 더욱 관심

자동차로 떠나는 여행은 배낭 하나만 짊

그리고 말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가장 먼저 고려

이 간다.

어지고 떠나는 트레킹과는 또 다른 매력이

하던 액티비티는 물론 최근에는 한라산 중

함께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낀다.

배우
여행가
카페 친봉산장

한다. 배낭과 각종 캠핑용품을 싣고 다닐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매력은?

운영자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다. 잔고장 없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익스플로

취미와 일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

고되게 걷고 장소를 물색하고 짐을 펼치고

@gil_paul

는 튼튼함과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 운전

제주에 살다 보니 산길을 운전하는 일이

러를 타고 실크로드를 여행하고 싶다.

같아 부럽다.

차리고 치우는 모든 과정이 번거로울 수

까지 재미있다면 금상첨화다.

잦다. 상시 사륜구동방식과 다양한 오프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지만 돌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쉼이 된다.

켜보면 운 좋게도 대부분의 일이 내 취미나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값으로 매길 수

흥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언젠가 일과 취

없는 행복이다.

미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문
득 든 생각이 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50

있다. 다양한 장비를 싣고 쾌적하고 안전하

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똑똑하고 세분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만난 소감은?

화된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하는 점이 마음

친한 지인이 5세대 익스플로러를 타고 있

에 쏙 든다.

*본 콘텐츠는 포드 코리아로부터 차량 시승 및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어 낯설지 않았다. 신형 모델을 운전하는
아웃도어 피플에게 자동차는 빠질 수 없

건 오늘이 처음인데 풀 사이즈 SUV답게

앞으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함께하고

MY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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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THE
LIFE YOU LOVE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가득한 편집숍처럼 다채로운 문밖의 삶을 전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터 김엄지. 본업인 클래식 작·편곡
일 외에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그녀가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에 자전거를 올리고 왔다.
EDITOR 이선웅 PHOTOGRAPHER 박상혁 MODEL 김엄지

MY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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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많이 찾

를 맞대는 과정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즐기고 있다. 삶 속에서 아웃도어는 어떤

다 보니 설레는 한편 긴장감을 느낀다. 길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의미인가?

을 잘못 드는 건 일상 다반사고, 장비를 두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고 오거나 주행 중에 차가 고장 나기도 한

자동차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

시간, 도전 그리고 성취감. 아웃도어 액티

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 결국 목적지에 도

다면?

비티는 내 마음속 병을 치유하고 자아를

착하지 못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본의

워낙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촬영 장

찾아준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

아니게 차박을 한 적도 있고. 어쩌면 일상

비까지 챙겨야 해 넉넉한 적재공간을 가

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자체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웃음)

장 먼저 고려한다. 장거리 여행으로 차에

마음도 사라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정숙성과 편안함

이 됐다. 반복되는 일상 속, 지친 몸과 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그 일상이 조금

도 빠질 수 없는 요소. 본업이 음악이다

음에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활기를 불어넣

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보니 음질에도 민감해 오디오 시스템도

으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본업은 물론 아웃도어를 즐기는

놓치지 않는다.

생긴다.

취미생활에도 제약이 많이 생겼다. 하지
만 낙담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고 과거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을 만난 소감은?

전국을 누비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촬영

를 다시 되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위

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

하나하나 정리하는 중이다. 모두가 어려

시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을 차량이라고 생

을 것 같다.

운 시기다 보니 마음 맞는 사람들과 머리

각한다. 실제로 주변 분들이 많이 타고 있
기도 하고. 특히 포드 오너를 대상으로 한
재작년 ‘고두 캠프(GO! DO! CAMP) 행사
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차량을 시승해보고

김엄지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기도 했다.

―
클래식 작 · 편곡가
아웃도어 크리에이터
@thumb_k_
camping
youtube.com/
ThumbK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도저히 하나만 꼽을 수 없다. 우선 넓은
적재공간과 훌륭한 거주성, 파노라마 선
루프의 시원한 개방감이 가장 마음에 들
었다. 헤드룸도 여유 있어 차박에도 완벽
할 것 같고. 큰 덩치가 체감되지 않을 정
도로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도 인
*본 콘텐츠는 포드 코리아로부터 차량 시승 및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상적이었다. 키 없이 차량을 열고 잠글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함께하고 싶은

수 있는 시큐리코드 키리스 엔트리 키패

액티비티가 있다면?

드 시스템(Securicode Keyless Entry

익스플로러에 자전거와 캠핑 장비를 싣고

Key Pad System)도 신기했고, 뱅앤올

동해안 해파랑길 자전거 트립을 하고 싶

룹슨 사운드 시스템의 음질은 완벽에 가

다. 해파랑길 구간 구간은 자주 다녔지만

까웠다.

한 번에 종주해본 적은 없다. 차박과 라이

넓은 적재공간과 훌륭한
거주성, 파노라마 선루프의
시원한 개방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딩을 겸할 수 있어 재미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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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T

FORD PLACE

LOCAL EAT
지역의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안 레
스토랑 ‘로컬릿’. 지역을 뜻하는 'Local'과 먹다를 뜻하는 'Eat'의 합성어
로 만들어진 이름처럼 로컬릿은 대화하는 농부 시장 '마르쉐'를 통해 지
역 농부들과 협업해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로
컬릿의 시그너처 메뉴는 담백하면서도 포만감 넘치는 ‘채소 테린’으로,
고기나 생선을 틀에 익혀 굳힌 기존의 테린과 달리 주재료를 구운 채소
와 백태 콩 후무스로 변경하고 케일을 겹겹이 감싸 더욱더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듬뿍 담아낸 로컬릿의 식탁은 언
제나 새롭다.
@the_local_eater
Address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길 33, 2층

BASE IS NICE

VEGANIQUE

채소 친화 식공간 ‘베이스 이즈 나이스’. 뉴욕 레

맛과 건강을 모두 놓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디저트 부

VEGETUS

스토랑 출신 오너 셰프의 노하우가 집약된 채소

티크 ‘베가니끄’. 달걀, 버터, 우유 대신 순수 식물성 재

해방촌의 푸른 오아시스 ‘베제투스’. 디저트와 음료까

전문 레스토랑으로, 계절에 가장 정직한 식재료

료만을 사용해 만든 베가니끄의 빵은 꼭꼭 씹어 먹을

지 전 메뉴가 완전 채식으로 이루어진 비건 푸드 플레

인 채소를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연구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천연 재료만이 지닌 맛과 향, 풍

이스지만, 채식이라고 하면 떠올리기 어려운 햄버거와

한다. 고기와 달걀 같은 식재료도 사용하지만 주

부한 식감으로 비건 디저트도 충분히 육감적인 맛과

피자까지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채식 입문자나 이색 식

로 채소가 중심을 이루는 이곳의 추천 메뉴는 달

비주얼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플레이

당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글루텐 프리 옵션

콤한 캐러멜 라이징으로 구워낸 ‘바삭 청무와 옥

스. 특히 다양한 식물성 재료가 듬뿍 들어간 스콘과 케

과 너츠 프리 옵션을 제공해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수

수수밥’, 홍고추의 단맛과 매운맛을 그대로 살

이크 그리고 노 밀크 밀크티는 비건은 물론 육식파의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추천 메뉴는

린 ‘홍고추 퓌레와 구운 두부 밥’, 채소 본연의 향

미각까지 사로잡는다. 조금 더 건강한 빵지순례길로 들

밀 누들 대신 건두부 면을 사용한 채식 라사냐와 이국

을 극대화한 ‘무화과와 발효 버터 우엉구이 밥’.

어서고자 한다면 베가니끄가 정답.

적인 맛과 비주얼의 브리토 볼. 각 요리 속 파르메산 치

오색 빛깔 자연 본연의 컬러가 입은 물론 눈까지

@veganique_seoul

즈와 모차렐라 치즈까지 모두 직접 만든 비건식으로,

즐겁게 한다. 균형 잡힌 간결한 한 끼로 힘 나는

Address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35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추

하루를 시작해보자.

천한다.

@baseisnice_seoul

@vegetuskr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도화 2길 20

Address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59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위하여, 힘이 되는 힐링 푸드 플레이스

LET'S GO
FOR A RIDE

혜성칼국수
닭칼국수와 멸치칼국수. 오직 두 가지 메뉴에 반찬은 겉절이 딱 한 가지. 단출하다는 표현이 어울
릴 만큼 심플한 메뉴지만, 집중과 선택의 결과일까? 만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청량리 맛집 ‘혜성
칼국수’는 1968년 문을 연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칼국수를 찾아온 손님들로 늘 북새통이다.
개운한 국물에 직접 뽑아낸 탱탱한 생면을 사용한 닭칼국수 한 그릇이면 삼계탕 못지않게 힘이
샘솟는다. 맛뿐만이 아니다. 큰 사발에 면발과 닭살이 그득하지만, 양이 적다면 추가 면은 공짜

지금 당장 달려갈까, 잠시 쉬어갈까. 포드와 함께라면 그 어디든!

다. ‘뜨겁지만 시원한’ 우리 맛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청량리로 가보자.
Address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47-1

EDITOR 손시현 PHOTOGRAPHER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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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리459
예부터 먹을 만들던 마을, 묵리에 한 폭의 수묵화처럼 스며든 카페 ‘묵리459’.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이곳에서는 ‘자연을 잠시 빌려 즐긴다’는 차경의 자세로 온전
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곳의 시그너처 음료는 수경재배로 키워낸 새싹 쌈과 밤을 베이스
로 만든 ‘인밤 라떼’, 보는 재미까지 있는 티 블렌딩 파인애플 드링크 ‘오로라 에이드’다. 커
피는 스페셜 티 등급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과 ‘돌’이라는 원두 타입별 재미있는 이름
때문인지 자연을 마시는 기분도 든다. 이 밖에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다양한
샐러드와 파스타 등의 건강한 음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mukri_459

되 어 줄

카 페

Address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4

@hue135.seoul

카페 이숲
충남 천안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위치한 ‘카페 이숲’. 세모

쉼 표 가

난 지붕을 가진 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통창 너머로 햇빛이 쏟

HUE135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 든든한 밥 한 끼야말로 건강에 있어 제대로 꿴 첫 단추 아닐까. 버터장조
림 솥밥부터 트뤼프머시룸 솥밥까지. 총 6가지 솥밥을 맛볼 수 있는 ‘휴 135’. 이곳의 모든 솥밥은 백세미라
는 곡성 유기농 쌀로 주문과 동시에 지어져 더욱더 찰진 밥맛을 경험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변경되는 ‘반

아진다. 봄에는 노란 꽃, 가을에는 핑크 뮬리, 겨울에는 하얀 눈까
지. 초록 잔디 위에 지어진 카페 이숲에서는 계절마다 변하는 아
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마치 잘 가꾸어진 동화 속 정원 같은
이곳의 추천 메뉴는 사과와 파인애플, 키위, 오렌지, 레몬이 혼합
된 상큼한 과일 에이드. 맛은 물론 눈까지 싱그럽다.
@cafe_leesooop

된 밥심을 경험해보자. 계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 솥밥’을 주문하면 현재 보성에서 올라온 신선한

Addres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510-32

일 상 의

건조 생선 솥밥’과 전복, 낙지, 새우, 톳 등 다양한 해산물과 달래장이 제공되는 ‘해산물 솥밥’으로 제대로
꼬막과 미나리를 맛볼 수 있다.

한 잔 ,

Address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나길 6 1F

대한옥
라 적혀 있지만, 사실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는 꼬리 수육이다. 풍성한 부추 더미 속에서 고

DRINK

개를 내미는 대한옥의 꼬리 수육은 야들야들하면서도 쫀쫀한 식감을 자랑한다. 특히 새
콤달콤한 맛의 양념이 감칠맛을 돋워 생각보다 더 빨리 밥상 위에서 사라지지만 상심은
금물. 국수 사리를 추가해 남은 양념에 비벼 먹으면 되니까. 한번 맛본다면 자동차로 꽉 막
힌 영등포 로터리를 지날 때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Address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1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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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 로 운

영등포 공구거리 초입에 위치한 ‘대한옥’.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에는 ‘설렁탕 전문점’이

59

GREEN LAB

2021 JANUARY

성수동의 ‘그린랩’은 서울숲 옆에 자리 잡은 리추얼 공
간이다. 리추얼은 ‘나를 지키는 혼자만의 의식, 일상의
평정을 위한 작은 습관’을 뜻한다. 꽃, 차, 향, 요가, 명상
등의 힐링과 리추얼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혼잡한 도심 속 소음을 끄고 조용히 마음을

KUSOY

돌아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추천 음료는 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여느 카페와 달리 힙스터 감성

연 발효 식초를 이용한 비니거 음료와 다양한 블렌딩

이 물씬 느껴지는 성수동의 카페 ‘쿠소이’. 이름에서 느

티로 매 시즌 종류가 변경된다. ‘나만의 서울숲 즐기기’

껴지는 고소한 향기에서 알 수 있듯 콩을 이용한 메뉴

예약 시 흑보리와 현미가 혼합된 칩, 대추야자 등의 다

가 주를 이룬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두유 음료는 물론

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두부까지 모두 100% 국내산 콩을 이용해 쿠소이만의
노하우로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다. 추천 메뉴는 소포

@greenlab_seoulforest

제와 같은 첨가물 없이 오직 쿠소이만의 공법으로 제

Address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18-11

조한 두유 ‘소이프레소’와 진토닉 비주얼을 닮은 상큼한
커피 탄산음료 ‘쿠토닉’. 참신함과 재미, 여기에 건강까
지 더한 음료를 찾는다면 쿠소이로 가보자.
@kusoy.official
Address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16길 50

MC COY’S
여행길에서 우연히 만난 숲속 작은 산장 같은 ‘맥코이 커피’. 통나무로 지은
외관이 먼저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노란색 조명 아래 원목으로 꾸며진 따뜻
한 내부는 아늑함을 더한다. 이탈리아 FAEMA사의 1965년식 빈티지 커피
머신을 사용해 커피 맛에 깊이를 더한 ‘맥코이 커피’의 시그너처 메뉴는 플랫
화이트와 캐러멜 크림이 어우러진 ‘맥코이 커피’. 또한 에스프레소 위에 생크
림으로 맛을 낸 ‘카페 콘 판나’와 특색 있는 ‘융 드립 커피’까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숲속 작은 산장에서 음미하는 커피 맛을 도심에서 경
험하고 싶다면 지금 연남동으로 가보자.
@mccoys_coffee

맛차차

Address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47

티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맛차차’. 이름처럼 맛차가 맛있는 카
페로 잘 알려졌지만. 차근차근 차를 알아갈 수 있는 티 코스를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 이곳은 카페 공간과 더불어 ‘요가와 함께하는
티 클래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차를 중심으로 한 다채
로운 시선과 경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소규
모의 티 클래스만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맛차차만의 차, 차

HOUSE PLANT

도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느림의 미학, 이곳에 있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한 카페 ‘하우스 플랜트’. 인더스트리얼 퍼니처와 커피를 콘

@matchacha_seoul

셉트로 한 400평 규모의 큰 공간으로, 공간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흥미를 더한

Address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2길 18-11

다. 하우스 플랜트의 포토 월로 통하는 운치 있는 길목을 지나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

60

DRINK

는 큰 테라스 존이 펼쳐진다. 시그너처 메뉴는 직접 제조한 꽃을 이용한 시럽을 더한 향긋
한 커피 '봄비'. 한겨울에 마시는 봄비가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houseplant.official
Address 하남시 덕풍북로6번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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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원

Camanggam;stay

산과 바다를 품은 쉼의 정원 ‘설해원’. 뒤로는 병풍처럼 드리운 설악산과 태백산맥

전라남도 담양군에 자리 잡은 ‘까망감;스테이’. 이곳의 이름은 정원에서 자라고 있

이, 앞으로는 쪽빛 동해를 품은 이곳은 골프와 온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리

는 담양의 토종 감인 ‘먹감’이 검게 물든 모양에서 유래했다. 이름처럼 정다운 풍경

조트다. 사계절 내내 객실 안팎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수려한 경관 한가

을 지닌 민박으로, 추월산과 담양호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전 객실이 숲과 정원을

운데 자리 잡은 노천 스파와 온천 수영장을 추천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10대 코스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부는 화이트와 우드 톤의 실내 인테리어로

7회 연속 선정에 빛나는 골프 코스를 갖춰 레저 휴식을 위한 플레이스로도 손색없

포근함을 더했고, 시간의 흐름으로 조경된 정원과 숲에서는 자연을 더욱 가깝게

다. 조금 더 평온한 휴식을 원한다면 설해원 내 대형 서재에서 독서와 사색의 시간

즐길 수 있다. 근심과 걱정을 비워낼 만한 조용한 휴식처를 찾는다면, 큰 정원, 높

을 갖거나, 설해 둘레길에서 겨울 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을 즐겨보자.

은 산, 호수가 있는 까망감; 스테이를 추천한다.

@seolhaeone

@camanggam_stay

Address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30

Address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추월산로 900-6

Farm11

글램핑앤카라반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팜11’. 베이커리 카페로 잘 알려졌지만, 따스한 손길이 느

즉흥적인 캠핑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글램핑만큼 좋은 선택이 있

껴지는 스테이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름부터 아기자기한 이곳의 스테이 공

을까. 경북 포항의 호미곶에 위치한 낭만적인 캠핑 스폿 ‘포항 글램

간은 총 3개로, ‘여유 있게’라는 뜻의 독채 스테이 ‘슬멍슬멍’은 4인 가족의 휴식처

핑앤카라반’의 객실은 두 가지 타입으로, 자체 제작한 실외형 고급

로 추천하며, 빗소리와 푸르름을 나타낸 2인용 단층 독채 ‘소록소록’과 ‘푸릇푸릇’

글램핑장과 프리미엄 카라반 중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

은 연인 혹은 혼자만의 휴식처로 추천한다. 팜11은 스테이 외에도 약 1만5000평

다. 전 객실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 구조로 특히 일몰 시간대에

의 대지에 자연 농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덕에 베이커리 공간에서는 천연 발

는 더욱더 황홀한 전경이 펼쳐진다. 취사장과 샤워 시설은 물론 인

효종 빵을 비롯한 건강한 먹거리까지 맛볼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쉬어가며 천천히

피니 풀까지. 여기에 모든 캠핑 장비와 각종 휴식을 위한 물품이 마

자연에 스며보자.

련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동해로 달려가보는 것은 어떨까.

@farm11_yangyang
Address 강원도 양양군 서면 원당돌길 42

자 연 을

기억의 사원

품 은

레 스 트

플 레 이 스

@geulraempingaenkaraban
Address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64

아름다운 자연 속, 더욱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경기도 가평군 깊은 산속에 위
치한 ‘기억의 사원’은 수십 미터의 고저 차를 지닌 대지 위에 지어져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비롭다. 마치 깊은 산골에 숨은 듯 자리한 사찰을 닮았는데, 일주문
을 시작으로 많은 전각을 지나는 사찰을 향한 긴 여정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
아졌다가 넓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 멀리 북한강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
시 나타나곤 한다. 내부에는 오롯이 자연 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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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 있다. 길을 따라 걷고 머무르는 이 과정만으로도 흥미롭다면 기억의

ON THE ROCK

사원은 영원한 안식처로 기억될 것이다.

아름다운 행성, 금성에서의 캠핑은 아마 이런 풍경이 아닐까. 밤하늘의 별보다 반짝이는

@_memorymaker

독특한 형태의 글램핑 텐트가 있는 가평 ‘온더락’은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객실 배치

Address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832-89

로 내부에 들어섰을 때 그 진가를 체감할 수 있다. 실내외 벽면 재질은 일반 건축물과는 사

R ES T

뭇 색다른데 막 구조(Membrane Structure)의 특성상 단열 성능이나 방음이 뛰어나진
않지만, 아침 알람음이 벨소리가 아닌 새소리라는 것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 밤 9시 이후 절대 정숙해야 하는 곳으로 산속의 고요함과 자연의 온전한 소리를 듣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플레이스.
@ontherock_in_gapyeong
Address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238-106

MY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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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NETWORK

전시장
서울

서비스센터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일동빌딩 1층

02-3442-230 0

강북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 2-2 216 -110 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층

02-3444-130 0

강서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3 6 61- 0 011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 2- 5 3 5 - 3 8 0 0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길 5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46 -210 0

남부 서비스

02-20 57- 810 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3-10

0 2- 6177-10 0 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0-5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경기 성남

분당 서비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서현동)

0 31-701-70 0 4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 빌딩

02-6928-3000

경기 고양

일산 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풍동)

0 31-9 01-28 8 8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1-1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경기 수원

수원 서비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영덕동)

0 31-237- 6 3 4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02-6941-30 0 0

서수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서부로 1652 (고색동 894-6)

031-292- 634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30 2K빌딩 1,2층

02-6355-10 0 0

평촌 서비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

0 31-36 0 -150 0

경기 기타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8번지

02- 6420 -10 0 0

의정부 서비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8-2

031-8030-1000

경기 성남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서현동)

0 31-714-20 0 4

광주오포 서비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윗길 6번길 26

0 31-726 -20 0 8

경기 고양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풍동)

031-913-220 0

송파위례 서비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59

02-2039 -30 01

경기 수원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영덕동)

0 31-221-76 0 0

부천 서비스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05

0 32-715 - 5242

경기 기타

용인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5번길 3 U타워 빌딩 1층

031-300-9600

인천

인천 중부 서비스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80번길 65

032-863-6080

부천 전시장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0 에스에이치타워 1층

032-710 -3355

대전

대전 서비스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용두동)

0 42-226 -7707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

0 31- 425 -2212

충남

천안 서비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3- 0 0 09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05-3 한화생명 빌딩 1층

031-8034-1000

충북

청주 서비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8-0007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8-2

031- 822-10 0 0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09-107

0 51-758 - 0 046

남양주 전시장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6

031-8034-3000

부산 광안 서비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14 (광안동 198-6)

0 51- 6 47- 5222

동탄 전시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43

031-8025-7000

부산 사상 서비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43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79-4)

0 51-715 -20 0 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05

032-832-0001

울산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삼산동)

052-258-80 04

대전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7-7

042-823-2000

충북

청주 전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7- 0 0 07

충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2- 0 0 07

광주

세종

세종 전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044-995-7000

대구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4-1

0 51-758 - 0 075

수성구 서비스

울산

울산 익스프레스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옥동)
경남

0 52-227- 6 0 0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2길 18

055-715-30 03

광주 서비스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43번길 20

0 62- 515 -10 20

동대구 서비스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동호동 109-1)

053-963- 0 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4

053-766 - 0755

창원 서비스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3번지 센텀Q

0 51-741- 5114

경북

포항 서비스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동문로 76번길 12

0 5 4-281-70 07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2-7

052-261-3388

전북

전주 서비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30-3

0 63-252-540 0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50 0 0

강원

강릉 서비스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3

033-9 01-20 04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4

053-766-2000

원주 서비스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 0 04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20-6번지

054-285-8899

제주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56

064-755-1474~5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91-43

0 62- 515 -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73-0005

강원

제주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3

033-646-2300

춘천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28 (석사동)

033-263-4200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32

064-759-9881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0개의 전시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7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퀵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20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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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