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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로오토모빌의 문화 플랫폼,

아우디 복합 문화 공간인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유카로오토모빌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가수 브라이언이
플로리스트로서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이
아우디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 말한다.
에디터 박현정(hjpark@noblesse.com) 사진 공정현

아우디 A6 앞에 선 가수 브라이언.

갤러리래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브라이언.

갤러리래에서 열린 브라이언의 플라워 클래스.

가수 브라이언에게 최근 새로운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 바로 플로리스트다. 최근 플라워 숍 뜨리

장을 필두로 지난 플라워 클래스에서

아농의 강예원 원장과 함께 ‘브라이언 & 뜨리아농 부산’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가 아우디 해운대

부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브

전시장 6층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카로오토모빌과는 3년 전 불우 아동 지원 자선 바자회

라이언도 함께할 예정. “아우디 해운대

를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을 꼽으라면 이곳,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전시장은 단순한 아우디 전시장이 아니

에 위치한 갤러리래에서 진행한 플라워 클래스였어요. 특히 자동차 딜러사에서 수준급 작품을 만

라 마이애미에 자리한 갤러리를 연상시

날 수 있는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유카로오토모빌 남천 전시장이 신차와

키는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멋진 디자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를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복합 전시장이라면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은 아

인의 아우디 차량도 볼 수 있고 갤러리

우디 신차 런칭 고객 초청 이벤트를 비롯해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전시회, 아트부산 컬렉터 파티,

래에서 실제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

아우디×휴고 보스 스타일링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이며 아우디와 유카로오토모빌

죠. 갤러리래에서 유카로오토모빌 고객

고객을 위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갤러리래 역시 그중 하나. 부산과 경남 지역 신진 작가

과 만날 그날이 무척 기다려지네요. 이

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문화 강연을 통해 딜러사의 역할 외에도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관

번 클래스를 계기로 유카로오토모빌과

심이 지대한 유카로오토모빌의 감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곳이다. 이는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이게 된

있는 브라이언의 행보와도 닮았다. “트레이너, 플로리스트, 카페 CE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모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요. 유카로오토모빌과 갤러리래에서 행사와 전시를 기획하며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지 짐
작이 갑니다.”
오는 9월, 갤러리래에서는 브라이언 & 뜨리아농과 함께하는 플라워 클래스가 열린다. 강예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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