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뱅 파노라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별내1호셀프오일뱅크

온 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한 10월 어느 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별내1호셀프오일뱅크를 방문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입지해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속에도 별내1호셀프오일뱅크의 시그니처 

건물인 버거킹 건물과 주유소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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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별내1호셀프오일뱅크는 특별한 점이 있다. 주유소 바로 옆에 

자리한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는 긴 고속도로 운전에 지친 운전자를 

달래주는 단비 같은 존재다. 그 덕에 주유소에는 매일 새로운 고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잠시 잠깐에 주유소 이미지가 

결정되기에,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은 설레면서도 동시에 

긴장된다고 한다. 버거킹을 방문하는 고객과 주유소 방문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안내해 고객이 도로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애쓰는 그의 세심함은, 고객을 위해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전문가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이 대표는 주유소가 ‘현장’임을 강조한다. 우리 회사에서 수급업무 

및 공장운영 경험이 있는 그이기에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10여 년 경력의 총무는 안전한 주유소 운영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이자 친구와의 파트너십은 현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일등 공신이다. 단기적 성과보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이 대표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별내의 주유를 책임지는 별내1호셀프오일뱅크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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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돈에 진심인 주유소

별내1호셀프오일뱅크의 첫인상은 ‘깔끔함 그 자체’였다. 2021년 3월부터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춘걸 대표가 처음부터 가장 공들인 부분이 바로 

‘정리 정돈’이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주유소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해 실시 중인 ‘블루클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점검을 위한 준비를 번거로움이 아닌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루클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유소를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주유소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진심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노력에 화답하듯,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에 

위치해 자칫 혼잡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유소는 깔끔하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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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춘걸 대표와 10여 년 경력의 총무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이자 파트너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별내1호셀프오일뱅크를 만들고 있다. 

2 주유소 바로 옆에는 별내1호셀프오일뱅크의 시그니처인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가 자리하고 있다.

3 고속도로 운전에 지친 고객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는 별내1호셀프오일뱅크.

4, 5 별내1호셀프오일뱅크는 정리 정돈과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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