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

신형 FH, FM 시리즈 대상으로 전국 순회 로
드쇼 진행
•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30개 거점 지역에서 지난 5월 아시아• 태평양 단독으
로 공개한 프리미엄 FH, FM시리즈 로드쇼 진행
•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최첨단 주행안전시스템, 최소 연료 소비 기술, 볼보다이나믹스티
어링(VDS)등 볼보트럭의 차별화된 기술과 성능을 선보이며 새로운 차원의 트럭 체험의
기회 제공

국내 수입 상용차 시장을 선도하는 볼보트럭코리아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선정한 30개 거점지역에서 트럭사업자 고객들을 직
접 찾아 나서 신형 모델의 차별화된 성능과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로드쇼
를 진행한다. 또한, 30개의 거점 전시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 경로에 위치한 휴게소
등 고객이 있는 곳에서 게릴라 프로모션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상
용차 시장의 많은 고객층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큰 홍보효
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서울, 강원, 중부,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 6개 지
역의 전시 장소에서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한국에서 단독 공개한
신형 FH, FM 시리즈의 카고, 트랙터, 덤프트럭 전 제품라인을 전시할 예정이다. 볼
보트럭의 신형 FH, FM시리즈는 볼보트럭의 최첨단 주행안전시스템, 연료소비 최
소화 기술, 운전자의 보다 쉽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가능케한 볼보 다이나믹 스티
어링(Volvo Dynamic Steering; VDS) 등 볼보트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집약체로서 이번 로드쇼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 트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트럭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볼보트럭코리아는 로드쇼 현장에서 고객 휴게공간을 운영해 체험 고객
들에게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전시장에서 직
접 신차를 둘러보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영업사원들도 함께 로드쇼에
동행하게 된다.
볼보트럭코리아 김영재 사장은 "이번 로드쇼 행사는 2014년 볼보트럭 신형 시리
즈 모델 출시에 맞춰 전국 곳곳의 고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
고 볼보 다이나믹 스티어링(Volvo Dynamic Steering; VDS) 과 같은 볼보트럭의 기

술 혁신을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볼보트럭의
‘성공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고객에게 다가가 신형 모델에 대한 고
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뛰어난 성능의 제품
개발과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행사관련 일정 및 장소문의는 볼보트럭 고객지원센터 (080-038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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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