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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로지코리아와 평택 종합출고센터 파트
너십 조인식
- 볼보트럭코리아, 베어로지코리아와 평택시 포승단지에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 파트너
십 조인식
- 기존 창원 출고센터를 평택으로 확장 이전을 통해 차량 출고장은 물론 교육 및 생산 시
설과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춘 멀티 콤플렉스로 2014년 4월 오픈 예정

탁월한 품질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국내 수입 대형트럭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사장: 김영재)는 6월 24일 공항 및 항만 배후 부지 사업 컨설팅 업
체인 베어로지코리아와 볼보트럭 평택 종합출고센터 신축 파트너십 조인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이번 조인식을 통해 기존 창원 출고센터의약 5 배에 달하는 총
면적 47,524m2 규모의 종합출고센터를 평택시 포승단지에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
이다. 특히, 새로운 종합출고센터는 차량 전달이 이루어지는 차량 검사 및 출고장
뿐만 아니라 적재함 조립공장, 야적장을 비롯한 운전자 교육 시설과 고객의 가족
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갖춘 멀티 콤플렉스로 설계되었다. 또한,
정비기술 교육 및 일반교육을 위한 테크니컬 센터도 함께 위치할 예정이다. 남부
지역인 창원에서 중부 지역인 평택으로의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과의 접근
성을 높이고, 차량 인도에서 교육까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고객 인도장으로 더
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볼보트럭코리아 김영재 사장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번 종합출고센터의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
번 종합출고센터의 신축을 시작으로 볼보트럭코리아는 더욱 양질의 고객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확충 및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인식 이후 본격적인 설립에 들어가는 볼보트럭 평택 종합출고센터는 오는
2014년 4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볼보그룹의 다양한 생산 설비와 제품에 대한 방송 표준 영상을 이용하려면 http://www.thenewsmarket.com/volvogroup를
방문하세요. 그래픽 이미지는 MPEG2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하거나 Beta SP 테이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레
이션 및 비디오는 미디어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지는 볼보트럭의 이미지뱅크 http://images.volvotruck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보트럭은 중형부터 대형 트럭 전체를 아우르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 및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진 고객을 모두 만
족시키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딜러 2,300명과 140여 국가에 위치한 정비공장을 통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확
실한 고객 지원을 보장합니다. 볼보트럭은 전세계 16개 국가에서 조립됩니다. 2012년에는 105,000대 이상의 볼보트럭이
세계 각지로 전달되었습니다. 볼보트럭은 세계 최고의 트럭, 버스, 건설 장비 및 해양, 산업용 구동 시스템 제조 업체인 볼
보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볼보그룹은 금융 및 서비스 관련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볼보는 품질, 안전 및 환경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