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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co, 마드리드에 천연가스 차량 109대 공급
천연가스 상용차 세계 리더인 Iveco는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을 탑재한 Stralis 대형 트럭을 스페인 마드리드 시에 납품합니다. 이 차량들은 도심 쓰레기 수거용으로 운영되며 마드리드에 있는 대형 상용차 공장에서 제조됩니다.
런던, 2016년 11월 10일
Iveco는 CNH Industrial N.V. (NYSE: CNHI /MI: CNHI)의 브랜드로서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실시한 주 조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트럭 제조업체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조달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엔진을 탑재한 109대의 신형 도심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마드리드 시에 공급되어 운영됩니다.
109대의 차량은 대형 포장도로 제품군에 속하는 Iveco Stralis 모델로서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하기 위한 특수 수거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운행될 곳인 마드리드 시에서 독점적으로 제조됩니다. 마드리드 공장은 제조 및 연구 개발 기능을 둘 다 갖춘 실버 월드 클래스 제조 시설입니다.
CNH Industrial의 파워트레인 브랜드인 FPT Industrial에서 개발한 Cursor 8 압축천연가스(CNG)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은 디젤 버전보다 배기 가스 배출이 95%(산화질소 35%, 이산화탄소 10% 저감), 톤수로는 연간 85톤이 적습니다. CNG 연소 시에는 휘발유보다 공해가 덜 발생하며 대다수의 Iveco 차량은 이 대체 연료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veco 트럭 및 버스 제품군과 FPT Industrial의 파워트레인 기술을 통해 CNH Industrial은 CNG,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메탄을 포함한 천연가스 차량의 개발, 제조, 유통 분야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브랜드로 30,000여 대의 천연가스 엔진과 16,000여 대의 천연가스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메탄은 유증기보다 인화성이 낮은 천연 무독 가스로서, 동일 거리를 주행할 때 연료가 덜 필요하므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이나 부탄)보다 공해가 적고 효율적입니다.
스페인에는 현재 43곳의 공공 CNG 충전소와 19곳의 LNG 충전소 등 유럽에서 액화천연가스 충전소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9곳의 혼합 CNG/LNG 충전소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Iveco 
Iveco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NHI)와 Mercato Telematico Azionario of the Borsa Italiana(MI: CNHI)에 상장되어 있는 자본재 부문에서 세계 최고 업체인 CNH Industrial N.V.의 한 브랜드입니다. Iveco는 소형/중형/대형 상용차량, 다목적 트럭, 비포장도로용 차량 등 광범위한 분야의 차량을 설계하고 제조하며 판매합니다. 

광범위한 이 브랜드의 차량으로는 차량 중량 3~7톤 부문인 Daily, 6~19톤의 Eurocargo, 16톤 이상급의 Trakker(비포장도로용 차량)와 Stralis가 있습니다. 또한 Iveco Astra 브랜드는 다목적 트럭, 견고한 굴절 덤프트럭, 특수 차량을 제조합니다. 

Iveco는 전 세계에 약 2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Iveco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전역의 7개 국가에 생산 사업장을 두고,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 분포된 4,200곳의 영업 /서비스 지점들은 Iveco 차량이 운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기술 지원을 보장합니다. 

Iveco에 대한 자세한 내용: www.iveco.com
CNH Industrial에 대한 자세한 내용: www.cnhindustri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