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

볼보트럭코리아, ‘2014봄맞이 무상점검 &부
품 할인 캠페인’ 실시
•볼보트럭 전 차종을 대상으로 4월 한달 동안 무상점검 및 부품 할인… 필터부품은5월
30일까지 할인 실시
•봄철 황사, 미세먼지 대비 차량관리와 더불어 고객의 안전, 수익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탁월한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수입 대형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
트럭코리아(사장: 김영재)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볼보트럭 전 차종을 대
상으로 ‘2014 볼보트럭 봄맞이 무상점검 & 부품 할인 캠페인' 및 ‘볼보 트럭 필터부
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볼보트럭코리아가 2004년부터 업계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여름, 겨
울 서비스캠프와 더불어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볼보트럭
코리아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날림 등으로부터 차량손상 방지 및 고객들
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26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볼보 트럭 전 차종을 대
상으로 각종 오일 레벨 및 워셔액, 와이퍼, 헤드렘프 등의 외관과 각종 진단기 등을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
또한 엔진오일, 요소수, 유압오일 등 특별 핵심부품 9종에 대해서는 10%~30% 할
인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볼보 트럭의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전달한다.
특히 오일, 연료, 에어, 에어 드라이어 필터 및 수분분리기 등 필터 부품의 경우에
는 좀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10%~ 25%의 할인 캠
페인을 실시한다.
볼보트럭코리아 김영재 사장은 "봄철은 기온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차량관
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고객의 안전과 수익성이 차량의 수
명과 성능유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봄철 무상점검 서비스 및 부품할인을 통해 좀
더 많은 고객들이 볼보트럭의 품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도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는 성공을 위한 든든한
동행자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행사관련 문의는 볼보트럭 고객지원센터(080-038-1000) 혹은 각 지

역 볼보트럭영업지점 및 볼보트럭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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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명과 140여 국가에 위치한 정비공장을 통한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확
실한 고객 지원을 보장합니다. 볼보트럭은 전세계 14개 국가에서 조립됩니다. 2013년에는 116,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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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