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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자녀 대상 "볼보트럭 여름 어린이 영어
캠프" 개최
-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청북도 괴산의 보광산 관광농원에서 진행
- 외국인 CEO 특강, 영어레크레이션, 도로교통안전교육 등 유익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 얻어

국내 수입 대형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사장: 김영재)는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충청
북도 괴산 소재의 보광산 관광농원에서 "볼보트럭 여름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
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볼보트럭 여름 어린이 영어캠프"는 지난 16년 동안 볼보트럭
코리아에 보내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고객 자녀 중 초등
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고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성황리에 마
무리되었다.
"펀 인 잉글리쉬(Fun in English)"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영어캠프는 원어민과 함
께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레크리에이션과 영어이름 만들
기 등의 영어 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CEO특강, 창의력 개발 등 리더십과 창의력
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볼보트럭 체험 프로그램
및 도로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재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힘쓰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이번 영어캠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참가 대
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구성해서 고객 자녀라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하는 영어캠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볼보트럭코리아 김영재 사장은 "이번 ‘볼보트럭 여름 어린이 영어캠프'는 현재의
볼보트럭코리아가 있기까지 큰 힘이 되어 준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
다."라며, " 앞으로도 더욱 실속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고객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볼보트럭코리아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1996년 국내법인을 설립한 이래, 1997년 외환 위기와 2004년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도, 다양한 시설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해온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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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