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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로오토모빌의 

New Year, New R8
얼마 전 ‘가능성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뉴 아우디 R8’을 런칭한 아우디. 아우디 공식 딜러 유카로오토모빌 역시 

2018년을 반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심기일전, 도전의 자세로 더 뉴 아우디 R8을 남천 전시장에 선보였다. 에디터 손지혜(프리랜서)    사진 공정현

정식 명칭은 ‘더 뉴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 아우디의 플래그십 고성능 

스포츠카가 마침내 국내에 출시됐다. 시선을 압도하는 혁신적 디자인, 강력

한 출력과 다이내믹한 퍼포먼스, 첨단 기술을 적용한 안전 . 편의 사양을 더

해 기존 모델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전 모델 대비 60마

력 강력해진 610마력의 5.2리터 V10 가솔린 직분사 엔진과 최적화한 7단 S

트로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해 고성능 스포츠카로서 강력하면서도 

민첩한 주행감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판매 재개를 앞두고 절치부심, 심기일

전을 다짐하는 아우디의 새해 출발 신호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국내 최초로 아우디 고성능 모델 전용 ‘아우디 스포트 컨셉 존(Audi Sport 

Concept Zone)’을 도입한 부산 . 경남 지역 아우디 공식 딜러 유카로오토모

빌의 남천 전시장에는 더 뉴 아우디 R8이 전시되어 있다. 무술년 새해의 힘

찬 포부를 다짐하듯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1181㎡의 대지면적, 5543㎡의 연

면적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유카로오토모빌 남천 전시장은 28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신차와 함께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전

시장도 운영한다. 남천 전시장 박진용 지점장은 “역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스포트 컨셉 존이 더 뉴 아우디 R8의 전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며,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고객에게도 아우디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고성능 

스포츠카의 정수를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카로오토모빌은 뉴 

R8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의 전시 . 판매뿐 아니라 애프터서비스까지 최적화

한 네트워크를 갖췄다. 아우디 전용 휠 얼라이먼트를 보유, 3D 방식의 고정

밀 측정 장비를 갖춘 민락 서비스센터는 뉴 R8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 공식 

지정 서비스센터로 별도의 자격증을 지닌 테크니션이 서비스를 전담한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뉴 R8을 런칭하며 통 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출

고 고객에게 ‘두바이 오토드롬 서킷 시승 투어(The New Audi R8 Driving 

Experience in Dubai)’를 제공하는 것. 2018년 3월, 두바이행 비즈니스 클

래스에 탑승한 뉴 R8의 주인들이 꿈의 서킷에서 질주 본능을 펼칠 예정이

다. 아우디의 고성능 스포츠카로서 뉴 R8의 정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유카로오토모빌 남천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 체험을 예약하자. 

2018년 새해, 당신도 뉴 R8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문의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남천 전시장(051-611-3844, 부산시 수영구 황령대로 501), 유카

로오토모빌 아우디 민락 서비스센터(051-626-0056,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60)

1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남천 전시장 

앞의 뉴 아우디 R8. 2 유카로오토모빌 

아우디 남천 전시장 전경. 3 부산 민락 

서비스센터 전경. 4 남천 전시장의 아우

디 스포트 컨셉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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