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

볼보트럭코리아, 국내 업계 최초의 멀티플렉
스 트럭 종합출고센터 설립
- 적재함 조립, 운전자 교육, 차량의 인도에 더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공간까지 갖춘
최첨단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볼보트럭의 의지 반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합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출시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신형 볼
보트럭 30대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합동 출고식도 함께 가져…

국내 수입 대형트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사장: 김영재)는 5월
13일 경기도 평택항 배후물류단지인 자유무역지역에서 볼보트럭 멀티플렉스 종
합출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더불어, 종합출고센터 개소에 맞추어, 바로 전날인
5월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국내에서 공개된 볼보트럭의 신형트럭
30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합동출고식 행사도 진행하여 멀티플렉스 볼보트럭 종
합출고센터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라르스 다니엘손 (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와 남충희 경
기도 경제부지사, 평택직할세관 이돈경 세관장 등 평택시의 주요 기관장은 물론
크리스토프 마틴(Christophe Martin) 볼보그룹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트럭 총괄
사장을 포함한 다수의 볼보그룹 및 볼보트럭 글로벌 임원들과 협력사, 딜러, 고객
대표 등 약 200 여명이 참석해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볼보그룹이 베어로지코리아(대표이사 조동기)와 체결한 파트너십을 통해 세워진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는 창원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평택으로 새롭게 확장, 이전
한 것으로 고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 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2024년까지의 투자계획 중, 1차로 2,500만불을 투자하여 규모와 시설
면에서도 기존 출고센터에 비해 5배나 넓어져 총 면적이 47,524m2 (약 14,000평
)에 달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설계되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출고센터가 지닌 본연의 역할인 차량 인도는 기
본이고 운전자 교육과 차량 조립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고객과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볼보의 글로벌 스탠다드
에 따라 완비되어 있다.

이날 출고된 신제품은 덤프트럭10대, 트랙터 20대를 포함해 총 30대로 볼트 하나
까지도 새롭게 교체될 정도로 기존 모델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차원의 트
럭이며 뛰어난 연비와 내구성은 물론 부드러운 핸들링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능동
형/수동형 안전 기능까지 기존 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으로 많은 고객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 이 날 인도받게 되었다.
크리스토프 마틴 볼보그룹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트럭 총괄사장은 이날 "볼보트
럭 종합출고센터의 설립은 볼보트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며 새로운 종합출고센터를 통해 한국의 고객들에게 앞으로도 뛰어난 제품과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대형트럭 시장의 선두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
고 말하며 볼보그룹의 한국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표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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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