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싱 차량과 드라이버들의 노출로

관람객들에게 참여기회 제공

레이싱 차량으로 참관객 동승체험

내용일정(안)구분

그리드워크 5.16(토)~17(일),6회

5.16(토)~17(일),2회

5.16(토)~17(일)

5.17(일)

5.17(일)

5.17(일)

피트워크

택시타임

개막식

   시상식

K-POP 콘서트

VIP 및 대회 관계자들의 공식 개막선언

티켓 구매자들을 위한 K-POP 콘서트

각 클래스별 우승자 시상 

피트워크 그리드워크

비고사전예매 현장판매구분

보통권
일반 18,000원

59,000원

25,000원

300,000원

15,000원

22,000원

18,000원
-

13,000원

11,000원

15,000원

13,000원

청소년

일반

청소년

4인 가족권 일반 2인/청소년 2인

30인 이상

이벤트티켓 별매

피트&그리드워크티켓 포함

VIP라운지 이용 및 F&B 제공

단체권

피트워크&그리드워크

VIP티켓

티켓가격(전일권)

예 매 처 : 옥션티켓 (ticket.auction.co.kr)
문의전화 : 1566-1369 
         (061)288-4241~3

K-POP 콘서트 안내

일    정 : 5. 17(일), 17:00시 예정
장    소 : 메인그랜드스탠드 특설무대
출 연 진 : 레인보우, 나인뮤지스, 장미여관, 허각, 코요테, 잔나비
   

좌석 안내

*좌석은 입장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학전 어린이(7세 이하)는 무료 입장입니다. 
*청소년 할인은 학생(초,중,고)에 한합니다. 

전체 티켓(손목띠) 현장 수령 

메인그랜드스탠드(자유석)

콘서트장

피트
피트워크,그리드워크

코요테 레인보우

2015. 5. 15 ~ 5. 17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

 
 그리드 (Grid)
스타트 위치를 뜻하는 말로 공식예선 순위에 따라 정한다. 서킷의 출발선 노면에 격자 
모양의 그림을 그려 정확한 그리드 위치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지그재그로 엇갈려 
서는 2열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리드 워크는 결승 직전, 전 차량이 출발하기 전 직접 그리드로 내려와 차량과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 순간의 긴장과 열기를 함께 경험 할 수 있다.

 피트 (Pit)
서킷 안에 마련된 정비소. 차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경주 때 타이어를 바꾸고 연료를 
보충하는 기지가 된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경주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짜기도 한다. F1의 피트는 2대의 경주차가 항시 거주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다.

 피트로드 (Pit road)
레이싱 코스에서 벗어나 피트로 들어오는 길을 말한다. 보통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트랙과 구분하고 있다. 피트 레인 (Pit Lane)이라고도 한다. 피트 로드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 60km/h를 지켜야 한다.  

- 피트워크는 경기 전후에 피트로드를 통해 각 팀의 차량과 드라이버를 직접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일정 AFOS입장권(K-POP콘서트)

경기 일정

  5. 15(금) - 1일차
    드라이버 브리핑, 클래스별 공식연습주행 
  5. 16(토) - 2일차
    각 클래스별 예선 및 결승1, 그리드 워크 & 피트 워크
  5. 17(일) - 3일차
    각 클래스별 결승2, 개막식, 택시타임, 그리드 워크 & 피트 워크, 
     K-POP 콘서트 
    

모터스포츠 용어
 
 그리드 (Grid)
스타트 위치를 뜻하는 말로 공식예선 순위에 따라 정한다. 서킷의 출발선 노면에 격자 
모양의 그림을 그려 정확한 그리드 위치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지그재그로 엇갈려 
서는 2열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리드 워크는 결승 직전, 전 차량이 출발하기 전 직접 그리드로 내려와 차량과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 순간의 긴장과 열기를 함께 경험 할 수 있다.

 피트 (Pit)
서킷 안에 마련된 정비소. 차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경주 때 타이어를 바꾸고 연료를 
보충하는 기지가 된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트랙을 달리는 경주차로부터 정보를 수집 
하고 작전을 짜기도 한다. 

 피트로드 (Pit Road)
레이싱 코스에서 벗어나 피트로 들어오는 길을 말한다. 보통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트랙과 구분하고 있다. 피트 레인 (Pit Lane)이라고도 한다. 피트 로드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 60km/h를 지켜야 한다.  

- 피트워크는 경기 전후에 피트로드를 통해 각 팀의 차량과 드라이버를 직접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
홈페이지 www.koreacircuit.kr
KIC 061-288-4207
카트장, 오토캠핑장 070-4227-7788
숙박안내 : http://www.namdokorea.com(남도여행길잡이)



대 회 명 :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FOS) 
일    정 : 2015. 5. 15(금) ~ 17(일) 
장    소 :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전라남도 영암)
클 래 스 : GT Asia, Audi R8 LMS Cup, 
           Porsche Carrera Cup Asia(PCCA)
서포트레이스 : Hands Motorsport Festival
참 가 규 모 : 약 120대, 15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
이 벤 트 : K-POP콘서트(KBC주최), 그리드워크, 피트워크, 택시타임
대 회 공 인 : 국제자동차연맹(FIA),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후    원 : 전라남도, 베베숲, AKUTA, PAMOA
공식물류업체 : 카고파트너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드라이버, ‘유경욱’
 
XTM‘더 벙커 시즌 5’,‘탑기어 코리아 시
즌 6’에서 메인 MC로 활약중인 유경욱 선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AFOS 시리즈‘Audi R8 
LMS Cup’에 출전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모터스포츠 스타인 유경욱 
선수는 2003년 Formula BMW Asia시리즈 루키컵 챔피언, 2011년 CJ 
슈퍼레이스 3800 클래스에서 시리즈 챔피언 등 다양한 우승 경력을 가진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국내 대표 드라이버이다.

팀아우디코리아 소속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유경욱 선수는 Audi R8 
LMS Cup과 유독 인연이 깊다. 2012년 처음 출전한 Audi R8 LMS 
Cup 첫 경기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전남 AFOS Audi 
R8 LMS Cup 결승 2전에서 19위로 출발해 무려 15대를 추월하는 등 
최고의 추월쇼를 펼치며 4위에 입상하면서 4R 클래스 1위로 포디엄에 
올랐다.

아우디코리아 소속으로 출전하는 유경욱 선수는 딜러/임포터 부문(4R)과 
종합우승 타이틀에 도전한다. 특히 Aditya PATEL(팀아우디 R8 LMS 
Cup), March LEE(팀아우디홍콩), CHENG Congfu(FAW-VW 아우디레이
싱팀) 등 4R 클래스 드라이버들과 우승을 두고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15 AFOS는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국제자동차경기로 
GT Asia, Audi R8 LMS Cup, Porsche Carrera Cup Asia(PCCA) 
등 총 3개의 개별 대회를 동시에 만나 볼 수 있는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스피드 페스티벌이다.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슈퍼카들의 향연이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을
짜릿한 굉음으로 채울 것이다. 또한, 팀아우디코리아의 유경욱, 전 F1 
드라이버 출신 Alex Yoong 등 국내 외 유명 드라이버들이 참가해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친다. 

대회 기간 동안 서킷 내 K-POP콘서트와 그리드워크, 피트워크, 택시 
타임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마련하여 대회 현장을 찾은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GT Asia는 세계적인 슈퍼카들이 출전하는 경기로 60분 동안의 내구레이스
를 통해 순위를 가리는 대회이다. 팀 당 2명의 드라이버가 참가하며, 경기
중 최소 한 번은 드라이버를 교체해야 한다. 한 명이 주행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 25분이며 피트인 시간은 최소 85초 이상이다. 총 주행거리가 가장 
긴 팀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경기는 드라이버를 교체하는 동안 
체계적인 팀워크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이다.

   참가모델 : 벤츠SLS, 페라리458, 람보르기니 LP600, 포르쉐 GT3R, 아우디 R8 등 
    참가차량 : 약 20대

Porsche Carrera Cup Asia는 2003년도부터 시작한 포르쉐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로, Audi R8 LMS Cup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권위 있는 
원메이크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포르쉐 GT3 Cup카로 승부를 겨루는 
이 대회는 Audi R8 LMS Cup과 마찬가지로 출전 차량의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드라이버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참가차량 : 약 30대

Audi R8 LMS Cup은 아우디 R8만 출전하는 원메이크 레이스로 출전 
차량의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역량이 승부를 좌우하는 
경기이다.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모든 원메이크 투어링카 레이스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팀아우디코리아의 유경욱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차량 : 약 20대(팀아우디코리아 참가) 

유경욱 (Entry No. 11번, Team Audi Korea)

AFOS 소개 클래스 소개 유경욱선수 응원하기

Hands Motorsport Festival은 핸즈코퍼레이션(자동차 휠 제조사)에서 
국내 최초로 주최하는 토요타86, 쉐보레아베오 원메이크 레이스로 스프
린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요타86은 정통 후륜구동 스포츠쿠페 경주용 차량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
을 받고 있으며, 아베오는 작은 차체에 터보엔진을 얹고 탄탄한 주행감을
선사하여 경주용 차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참가차량 : 약 50대(토요타86-25대, 아베오-25대)

   

서포트 레이스 

- Audi R8 LMS Cup은 각 라운드별 점수를 채점해 합산하는 방식으로‘종합    
 부문’,‘아마추어 드라이버 부문(AM)’,‘딜러/임포터 부문(4R)’,‘팀 부문’등   
 총 4개 클래스에서 타이틀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