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

볼보그룹, 2014년 1월 트럭판매 실적 발표
- 2014년 1월 볼보그룹 트럭부문의 판매 실적 전년 동기대비 51 % 증가
-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선전… 대형트럭 부문도52% 성장

세계적인 상용차 메이커인 볼보그룹은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볼보트럭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총 8,433대의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하며 작
년 동기 대비 51 %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작년 동기대비 각각54%, 209%의 성장을 보인 유럽, 북미지역에서의
선전이 돋보였다. 특히, 올해 2014년 1월 1일 부로 배기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유럽 지역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12월까지의 재고 판매 증가로
인해 올 1월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폭의 증가
세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외에도, 남미지역에서는 5 % 증가하며 총
1,509대를 인도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7 % 감소한 총 765대를 인도했다.
또한, 성능과 기술의 집약체인 대형트럭이 전세계적으로 트럭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볼보트럭 또한 대형트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볼보
트럭 전체 판매량중 16톤급 이상의 대형트럭이 전체 판매량의 98%에 달하는 총
8,286대를 판매하여 작년 동기에 비해 52%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대형트럭 시
장에서 볼보트럭에 대한 전세계 고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증한다.
한편, 볼보그룹은 볼보트럭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북미에서는 맥(Mack), 유럽에서
는 르노(Renault),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디(UD), 인도에서는 아이셔(Eicher)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볼보그룹은 이들 브랜드를 모두 포함하여201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612대를 인도하며 지난달 대비26 %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각각 지
역별로는 북미지역에서 113 % 증가, 유럽 16 % 증가, 아시아에서 약 2 % 가량 증
가했다. 대형트럭 실적 또한 35 % 가량 늘어났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된 방송용 품질의 동영상을 보시려면 http://www.thenewsmarket.com/volvotrucks를 방문하십시오.
보도 자료용 이미지와 동영상은 볼보 트럭 이미지 및 영상 갤러리(http://images.volvotruck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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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