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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게임 IP(지식재산권) 테마를 적용한 주유소를 

선보인다. 우리 회사는 넥슨, 피치스와 함께 서울 소재 직영 ‘한남동 주유소’에 

카트라이더 IP를 활용한 ‘파츠(PARTS) 오일뱅크’를 오픈했다 ‘파츠’는 ‘여러 

부분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3사가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다. 이번 협업으로 

주유소의 기존 주유 공간에 게임 조형물, 그라피티 아트, 팝업 스토어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파츠 오일뱅크’로 재탄생한다. ‘파츠 오일뱅크’에는 

‘카트라이더 IP’의 카트를 연상시키는 모형 차와 게임 내 인기 캐릭터 ‘배찌’ 

조형물이 설치됐다. 중앙 벽면에는 그라피티 아트가 전시되어 있고, 주유소 

캐노피(주유소 지붕)에는 반응형 LED를 설치해 차량 진입 시 다양한 홍보 

영상이 재생된다. 기존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해 굿즈숍과 라운지도 마련했다. 

1층 굿즈숍에서는 후디, 비니 등 의류부터 헬멧, 손난로, 에코백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2층 라운지는 포토존과 휴게 공간으로 운영된다. ‘파츠 

오일뱅크’는 주유소를 게임 테마 공간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로 젊은 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넥슨과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파츠 

오일뱅크’ 2호점, 드라이브스루, 세차 등 Car-Life 연계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농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쌀을 구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쌀 구매 사업은 2003년부터 진행한 

우리 회사의 대표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형성해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우수한 

지역 쌀을 홍보하며, 구매한 쌀을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 구매한 쌀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산, 태안 등 충남 15개 

시군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역 내 동절기 난방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에는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갑작스러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대산읍사무소에서 

대산읍 관내 경로당 31곳 대상 6,200만여 원 상당의 난방비를 전달하는 난방유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우리 회사는 사랑의 

김장 나눔, 동절기 헌혈 동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회사 마케팅팀은 제품 및 부가 서비스 이용 혜택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릴스(Reels) 형태의 숏폼 영상을 제작했다. 

숏폼 영상은 15~60초의 짧은 영상으로 고객은 시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접근하기 쉬워 전파력이 빠른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마케팅 릴스’는 총 7편으로, 우리 회사 제품 소개 및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카앤 앱을 통한 주유 혜택을 담았으며 주간 2편씩 총 

3주에 걸쳐 e-Biz통합 플랫폼과 우리 회사 유튜브 ‘현대오일장’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해 등재한 ‘마케팅 릴스’는 효율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게임 테마 주유소 ‘파츠 오일뱅크’ 오픈

제20회 지역 쌀 구매 사업

한파 속 ‘사랑의 난방유’ 나눔

2022 ‘마케팅 릴스’ 제작 및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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