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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of the Perfect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의 나라, 독일. 바로 그 아우토반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로망일 겁니다. 그것은 독일에 사는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 독일의 자동차 칼럼니스트도 바로 그런 로망으로 아우디 R8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글과 사진 Axel E. Catton 

독일 자동차 저널리스트의 
국토 횡단 아우토반 체험기 

이 여정은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절친한 두 친구의 생일 

파티가 하루 간격으로 잡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 친구는 

오랫동안 살아서 이제는 고향과 다름없는 뮌헨에, 또 다른 

친구는 어린 시절 고향인 독일 최북단 섬 질트(Sylt)에 

있다. 뮌헨은 독일 영토 중 해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고, 질트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북해를 향해 고개를 

내민 독일 최북단의 섬이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무려 

990km. 이 거리를 24시간 만에 왕복해 두 친구의 생일 

파티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나는 속도 무제한의 나라 

독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525마력의 힘을 지닌, 타는 듯한 빨간색 아우디 R8 5.2 

V10을 몰고 시속 315km로 질주할 생각이었다. 

토요일 아침 10시. 뮌헨 시내에 있는 개선문 앞에서 R8를 

타고 출발 준비를 했다. 아우디 R8의 실내는 키 195cm, 

신발 사이즈 315cm의 나 같은 거구도 너끈히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안락한 운전석에 편안히 들어가 앉으며 

이 여행을 위해 V10을 타는 것이 좋을지, V10 플러스를 

타는 것이 좋을지 물었을 때 콰트로 GmbH를 떠나는 

CEO 프란치스쿠스 판 멜(Franciscus van Meel)이 한 

말을 떠올렸다.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V10을 타겠지. 

하지만 1000km 가까운 거리를 무사히 달려가고 싶다면 

V10 플러스보다는 레귤러 V10 S-트로닉을 타겠네. 

V10 플러스도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1000km의 거리를 

달리는 데는 환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 지금까지 내 운전 

기록 중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290km였다. 이 기록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탔을 때 세운 것이다. 그때 나를 

괴롭힌 건 변덕스러운 R-트로닉 기어박스였다. 가장 처음 

나온 R8에도 R-트로닉 기어박스가 자리하고 있지만, 

2014년형 R8 5.2는 다행스럽게도 아우디만의 DSG 스타일 

7단 기어인 S-트로닉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둘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정체가 심한 도로 상황에도 운전이 매우 

편하다는 것이다. 뮌헨의 시내인 레오폴트스트라세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도, 차선을 자주 바꾸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상황에도 새로운 기어 덕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몇 분 후 뮌헨 북부의 A9에 진입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날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뻥 뚫린 3차선 고속도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속도가 

80km/h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5km 

정도를 달려가자 이번에는 제한속도가 120km/h로 

높아졌다. 이때부터 나는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제한속도에 대비해야만 했다. 낮은 제한속도, 높은 

제한속도, 적용 구간이 짧은 제한속도, 이해할 수 

없는 제한속도 등에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독일의 

도로에서는 속도제한 없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그 후로 16km 

이상을 달린 후에야 그토록 기다려온 표지판을 만날 수 

있었다. 검은색으로 가느다란 대각선이 그어진 하얀색 

표지판으로, ‘앞이 뻥 뚫렸으니 원한다면 400km/h건 

500km/h건 마음대로 가속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건 희망 사항일 뿐. 내 주변의 교통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트럭, 버스, 모터 홈과 승용차 사이에서 

천천히 140km/h까지 속도를 올렸고, 8km 정도의 거리를 

그 상태로 달렸다. 그러다가 1분 정도는 제한속도가 

195km/h(그 이유나 목적은 모르겠으나)였다가 다시 속도 

무제한으로 바뀌었지만 3km쯤 달린 후에는 다시 제한속도 

195km/h의 도로를 2km 정도 달렸다. 그다음에는 속도 

무제한으로 표지판이 바뀌었지만 그 표지판의 유효 구간은 

겨우 1.6km였다. 표지판의 제한속도는 다시 195km/h로 

바뀌었지만 그 구간도 겨우 3km. 뮌헨 시내에서 출발한 

뒤 겨우 32km 정도를 달렸을 뿐인데 벌써 9개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지나쳤다. 이제 다시 속도 무제한 표지판이 

나타나겠지만, 도로 위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차피 속도를 내기는 글렀으니 R8의 여러 기능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사운드 시스템은 최고 속도로 달리는 

순간만 아니면 V10의 엔진음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아우디의 모든 자동차가 그러하듯이 

R8에도 MMI 센트럴 컨트롤러가 있지만, 스크린 바로 밑에 

있어서 지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운전자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움직여야 했다.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스크린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뻥 뚫린 도로가 

펼쳐졌다. 이 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없었다. 나는 얼른 

가속페달을 밟았다. V10이 괴성을 지르면서 2초 만에 시속 

275km까지 치고 나갔다. 주행거리 519km에서 처음으로 

시속 280km를 돌파했지만, 1초도 지나지 않아 새로 놓인 

3차선 아우토반에 들어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제한속도 

120km/h에 갇혀버렸다. 주행거리 551km에서 다시 속도 

무제한이 되었으나 고작 2km를 달린 후 제한속도 130km/

h가 되었고, 그 후로 67km를 달리는 동안 14개의 서로 다른 

제한속도 표지판을 만났다. 130, 100, 80 그리고 5km의 

공사 구간에서 60km/h였다가 그다음 10km는 시속 

130km였는데,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심지어는 할머니 

운전자까지 나를 추월하며 달려갔다. 주행거리 853km에 

이르자 35km에 이르는 구간 동안 속도제한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교통량이 늘어 16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120km, 100km 제한속도 표지판이 

보였다. 벌써 주 경계선이 보이고 있었다. 이게 다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를 타고 거의 7시간 동안이나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겨우 이거라고? 그러나 

주행거리 891km에서 다시 그 반가운 표지판이 나타났다. 

이 길은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프린터 트럭을 추월했고, 그다음에는 저 멀리 지평선까지 

어떤 차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버려진 비행기 활주로 

위에 있는 기분이었다. 하루 종일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가속페달을 힘차게 밟았고, V10은 다시 한 번 

괴성을 질렀다. RPM은 치솟았고 소음에서는 광기가 

느껴졌다. 기어를 바꿀 때 나는 기계음만 아니면 변속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200km/h까지 속도가 날다시피 올라갔다. 

가속은 줄지 않았고, 드디어 이번 여행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80km/h에 도달했다. 내 앞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맥박이 치솟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운전대를 꽉 

붙잡았다. 드디어 마의 300km/h였다. 숫자는 계속 춤을 

추었다. 304까지 읽었을 때 메탈 트레일러가 달린 초록색 

지프가 앞에 보였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260km/h로 줄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나가야 할 

출구의 표지판이 보였다. 6시간 45분을 달린 끝에 나는 

드디어 아우토반을 떠날 수 있었다. 내 인생 최고의 속도를 

달성했다는 짜릿함에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것을 느끼면서. 

그 후로 나는 질트를 향해 작은 시골길을 달렸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마지막 5km는 제한속도가 30km/h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느렸다. 하지만 느리게 달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도로 주변의 풍경이 어디에도 비할 데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엔진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열을 

식히는 동안 나는 차에서 내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아주 

이상한, 유체 이탈 같은 경험이었다. 분명 내 고향 마을인데 

마치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여행을 

무사히 마쳐서 기뻤다. R8도 그런 것 같아 보였다.

R8, 해안 도로를 질주하다

뮌헨 북부의 A9에 진입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날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뻥 뚫린 3차선 
고속도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속도가 80km/h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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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뮌헨의 개선문 앞. 출발하기 전 아우디와 함께 한 컷. 2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 두 번 연료를 채웠고, 그 비용으로 총 350유로를 

썼다. 3 키 195cm의 거구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R8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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