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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제1의 가치로, 
평원현대오일뱅크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어느 날,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평원현대오일뱅크를 방문했다. 원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유소 주변은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며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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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제1의 가치로 

평원현대오일뱅크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 

단골 고객이 많다는 점이다. 차량에 비해 오토바이는 주유가 

까다로움에도, 배 대표와 직원들은 난색을 표하는 법이 없다. 외려 

먼저 다가가서 주유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안부를 묻는 유쾌함 덕에 이곳에는 오토바이 

고객이 많다. 주유소를 운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배 대표의 단호함은 이곳 

주유소를 단골 부자로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우연에서 운명으로

배 대표와 주유소와의 인연은 우연이었지만, 지금 주유소는 

그에게 운명이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주유소와의 인연은 

17년째 이어졌다. 어느덧 그는 직영 주유소 두 곳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되었다. 배 대표는 한 우물을 파며 쌓아온 네트워크를 

그 비결로 꼽았다. 자신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때도 믿고 맡길 

수 있고, 언제든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강조한다. 계묘년 새해에도 특유의 시원시원함과 당참으로 

평원현대오일뱅크를 성장시켜가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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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을 위한 재정비를 마치다

2022년 11월 평원현대오일뱅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정비를 마쳤다. 장장 

두 달에 걸친 토양오염 정화 공사로 주유소는 한층 쾌적해졌다. 공사 기간 중 

주유소 운영이 불가하다는 큰 손실이 있음에도, 배경식 대표는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를 기꺼이 감수했다. 

그 덕에 과거 울퉁불퉁하던 도로변은 매끄러워졌고, 구시가지에 위치해 

시설이 낙후되어 보이기 쉬운 환경임에도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 이에 

더해 평원현대오일뱅크는 원주 지역 최초, 강원도 지역 두 번째로 초고급 

휘발유를 판매해 최근 주유에 진심인 고객층의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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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식 대표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고객을 대하며 

      평원현대오일뱅크를 이끌어가고 있다.

2, 3 재정비를 마친 평원현대오일뱅크는 보다 쾌적환 환경에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5 평원현대오일뱅크는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 원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초고급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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