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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s by Design

나만의 자전거 공작소
바이시클스 바이 디자인
영국 외딴 시골에 위치한 ‘바이시클스 바이 디자인’ 공작소는 자신이 꿈꾸던
자전거를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Dream Wheels
In a remote corner of rural England, Bicycles by Design’s intensive
weeklong course gives cycling devotees the unique opportunity to design
and hand-build their very own bicycles, entirely from scratch.

10대 시절 즐겨 탄 철제 프레임 자전거를 재현하고 있는 러셀 캘버트(왼쪽
페이지). 제작에 앞서 수강생은 각자 몸에 정확하게 맞는 프레임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체격을 계측한다(위). 자전거 림을 손보는 피터 버드(오른쪽).

Russell Calvert wanted to build a bike that replicated the steel-frame
model he raced as a teenager (opposite). Before building starts,
students’ measurements are taken to calculate personalized frame
dimensions (above). Peter Bird adjusts a rim (right).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자전거를 만들었답니다.”

“We’ve had all kinds of people build a bike with us,

애호가라면 대량 생산된 자전거에서 자기의 개성을 찾을 수

the course attracts applicants from as far away as Sweden

‘바이시클스 바이 디자인’의 공동 대표 로버트 웨이드는 새로운

from an aerospace engineer to a deep-sea diver — even a

없죠. 이곳에서는 맞춤 양복처럼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자전거

and the US. “If you love cycling, mass-produced bikes have

수강생 러셀 캘버트를 맞으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건설 현장

clergyman!” says Bicycles by Design co-director Robert

프레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no soul and never feel quite right. Here we work together

소장인 캘버트는 앞으로 5일 동안 이곳에서 웨이드와 또 한 명의

Wade as he welcomes his latest student, Russell Calvert,

만든 결과물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지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기

to create a bike frame which fits like a tailored suit.

공동 대표 피터 버드의 개인 지도하에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through the doors of his company in Coalport, England.

때문에 그 사람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Whether it’s for racing or touring, the end product will be

자전거를 제작할 예정이다. 사이클링 애호가인 웨이드와

Over the next five days, Calvert will construct his very own

월요일 정오 무렵, 캘버트는 쇠톱으로 프레임 제작용 강철

버드는 개개인의 기호에 맞춘 자전거 제작 경력이 둘이 합쳐 		

custom-fit dream machine under the tutelage of Wade and

튜브를 자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58세의 캘버트에게 이 과정은

By Monday at lunchtime, Calvert is already busy

70년을 자랑하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his business partner, Peter Bird, who collectively boast 70

그리운 옛날을 되돌아보는 추억 여행과도 같을 터이다. “수십 년

hacksawing steel tubes down to size. For the 58-year-

years of experience in bespoke bicycle building.

전 철제 프레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곤 했죠. 10대 때 탄 그 모델을

old, the course is something of a trip down memory lane.

재현해 내고 싶어요.” 다른 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캘버트는

“Decades ago, I raced with a steel-frame bike, and I want
this design to replicate the model I had as a teenager.”

바이시클스 바이 디자인은 산업 혁명의 태동지로 유명한

In the company workshop, Calvert mounts a sizing

아이언브리지 계곡 인근에 있다. 이곳에서 캘버트가 처음 한

superb quality and designed to reflect your personality.”

일은 신체 계측을 위한 자전거에 오르는 것이다. 체격을 정확히

bike so Bird and Wade can determine his exact body

제작 첫 단계부터 대부분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측정하고, 최적의 라이딩을 보장할 자전거 프레임의 크기를

measurements and calculate personalized frame

치밀한 지도를 받는다. 웨이드는 수강생들이 최상의 솜씨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안장 위에 앉아 있는 캘버트가 앞으로 닥쳐올

dimensions that will provide an optimal riding experience.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 감독한다.

과제가 걱정된다고 털어놓자, 웨이드는 자전거 제작에 특별한

In the saddle, Calvert admits to being daunted by the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열정, 그리고

challenge ahead, but Wade quickly reassures him that

삼각 프레임이 완성됐고, 이제 자전거 제작에서 가장 복잡한

shape and Wade overseeing the whole process, ensuring

눈과 손의 협응력만 있으면 됩니다.” 웨이드의 말이다.

no special skills are necessary to succeed. “You just need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튜브와 러그, 그리고 프레임 끝부분을

the workmanship is impeccable. By Wednesday morning

passion and basic hand-to-eye coordination,” he says.

용접해 뒷바퀴 쪽 삼각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 말이다. “소형 발염

the most complex element of the build can be tackled:

(發炎) 장치를 이용해 섭씨 900도로 가열해 용해한 청동으로

brazing the tubes, lugs and frame ends together to form

자전거 프레임을 용접합니다.” 웨이드의 설명이다.

the rear triangle. “We’re basically gluing the bike frame

제작에 필요한 수치가 컴퓨터에 기록되는 동안, 버드는
이곳에 영국 전역뿐 아니라 저 멀리 스웨덴과 미국에서도
수강생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이클링

While Bird punches numbers into a computer to
produce a detailed construction blueprint, he explain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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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ert is encouraged to be as hands-on as possible
from the get-go. The course is structured to instill early
confidence, with the bike quickly taking recognizable

수요일 아침, 분주한 작업 끝에 자전거의 뼈대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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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 동반자 캘버트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푸른색
불꽃을 뿜어내는 프로판가스와 산소가 든 통을 손에 들고

together using molten bronze heated to 900C,” Wade says.
Propane and oxygen tanks feed an emerald flame that

빨리 바퀴를 달아 타고 싶네요.” 프레임이 완성되면 수강생의

A BIKE FOR LIFE Once the frame has been built, students

절반 정도는 바퀴 제작 과정을 추가로 수강하고, 캘버트가 그랬듯

can continue with a wheel-building add-on, though

있다. 너무 약하게 가열하면 용접 부분에 청동이 제대로 녹지

Calvert holds in a hesitating hand. If he heats the bronze

나머지 절반가량은 기성 부품을 사용해 마무리하는 방식을

half, including Calvert, opt to finish off with ready-made

않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 세게 가열하면 강철 튜브가 손상을

too little, it won’t flow. Too much, and he could damage the

택한다. 어느 쪽이든 완성된 프레임은 페달과 핸들, 바퀴를

components. “People are speechless, even close to tears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불꽃이 강하게 배출되기 시작하자

steel tubes beyond repair. “I’m frightened of overheating

부착하기 전 도색 전문가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다. “완성된

when they pick up their finished bicycle,” Bird says.

웨이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금속의 색깔에 집중하라고 설명했다.

them and having to start the whole thing all over again,” he

자전거를 받은 수강생들은 말을 잇지 못하거나 심지어 눈물을

“처음에는 검은색이다가 다음엔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러다

says. “I’ve never done this before. It’s very nerve-racking.”

흘리기도 하지요.” 버드의 말이다.

흐릿한 선홍색을 띨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가 용접에

Calmly, Wade instructs him to focus on the color of the

웨이드와 버드에게 맞춤 자전거를 주문한 가이 그레고리 역시

Guy Gregory, who’d commissioned Wade and Bird to
build a bike for him, is no exception. He’s clearly moved
when he first sets eyes on Big Blue, a sleek machine

가장 적합한 온도니까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자신의

metal. “It first turns black, then red,” he explains. “You’re

예외가 아니다. 어린 시절 애지중지하던 세발자전거의 이름을

named after a cherished childhood tricycle. “It fits like

페이스를 찾은 캘버트는 마치 불길을 내뿜는 붓을 든 예술가처럼

aiming for it to glow a dull cherry. Then you know it’s the

딴 ‘빅 블루’의 모습을 처음 본 날, 그레고리는 밀려드는 감동을

a glove! It feels like part of me!” he shouts while circling

발염 장치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용해된 청동액이 원하는

perfect temperature for brazing.” After a few missteps,

주체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나에게 꼭 맞아요. 마치 내 몸의

the parking lot. “I’ve been dreaming of having this bike for

부분으로 제대로 흐르도록 조절했다.

Calvert hits his stride, guiding the liquid bronze into place

일부 같군요!” 시운전 후 멈춰 선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more than a decade. It’s a very special day.”

with the brazing torch like an artist with a fiery paintbrush.

말했다. “10년 넘게 이런 자전거를 갖는 꿈을 꾸었어요.” 버드와

Over the afternoon and all the next day, corners and

웨이드는 뿌듯한 표정으로 빅 블루가 그레고리의 차 트렁크에

stowed in the trunk of Gregory’s car. Next stop: the cycling

그날 오후 내내 그리고 다음 날 온종일, 자전거의
각 모서리와 테두리를 세심하게 다듬고 조심스레 연마하는

Bird and Wade look on like proud parents as Big Blue is

작업이 이어졌고, 마침내 마치 공장에서 막 찍어 낸 프레임처럼

edges are carefully filed and sandblasted. By Friday, the

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다음 목표는 빅 블루를 타고

routes of the Pyrenees. “It’s a great accolade that we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이 완성되었다. 금요일에는 자전거의

full frame, some 70 percent of the whole bike, is complete.

피레네산맥의 자전거 도로를 정복하는 것이다. “고객이 우리를

never see our clients again,” says Bird, waving him off. “It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프레임이 전부 완성되었다. 밝은 곳에서

Turning and checking it in the light, Calvert is positively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찬사입니다.” 그레고리를

means that they’ve got a machine which will never need

꼼꼼히 프레임을 확인하던 캘버트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beaming. “This is the most satisfying thing I’ve ever done.

배웅하며 버드가 말했다. “재조정이나 수리가 필요 없는

readjustment or repair. It will be cherished forever. It’s a

“이제껏 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작업입니다.

I can’t wait to get the wheels on it and take it for a ride.”

자전거라는 뜻이니까요.”

bike for life.”

캘버트는 자전거를 직접 제작한 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한다(왼쪽). ‘바이시클스 바이 디자인’ 전시실에 진열된 프레임 컬러 샘플(아래).
웨이드와 버드가 제작한 맞춤 자전거를 살펴보는 가이 그레고리(오른쪽 페이지).

Calvert describes building his own bike as the most satisfying thing
he’s ever done (left). Frame color options on display in Bicycles by
Design’s showroom (below). Guy Gregory inspects a bespoke bicycle
that Robert Wade, left, and Bird built for him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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