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업 영역

World Fuel Services는 전국의 독립된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귀사의 성공을 위한 도움과 
지침을 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애 쓰고 
있을 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회사 
포트폴리오 

신뢰
개별적인 니즈 및 로컬 

마켓에 대한 이해와 지원

경험
세계적인 규모의 연료 및 

물류 에 대한 35년간의 경험

접근성
2018년에 연료  

560억 갤런 배송

안정성
상장 기업으로서 강력한 재정 
지원 및 안정적인 연료 공급

귀사의 이익 실현
귀사의 성장과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둔 솔루션 및 서비스

World Fuel Services는  
미국 전역의 2,650여 연료 판매 
소매업체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및 언브랜드 연료를 공급합니다.

사업 성장을 꿈꾸는 독립 소매업체이신가요? 
WORLD FUEL SERVICES로 연락하세요, 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업체들이 World Fuel Services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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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uel Services는 고객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적용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고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소매 사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세요

귀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ORLD FUEL SERVICES로 연락하세요, 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브랜드 및 언브랜드 연료
주요 브랜드 및 독립 운영업체의 연료 니즈를 지원하기 위한 포지셔닝

2. 신뢰할 수 있는 연료 공급에 대한 접근 
재고가 소진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실하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기업이 잘 정비된 최신식 차량으로 공급을 보장합니다.

3. 실시간 주문조회
24시간 연중무휴 주문 추적을 통해 실시간 운송 업데이트 및 배달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4. 탱크 모니터링
연료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고객 포털
반품 전화나 이메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문, 송장 및 데이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6. 주요 공급업체 브랜드딩 프로그램
귀사에 적합한 브랜드를 구축해 보십시오. 저희가 보유한 Amstar® 
브랜드를 포함한 모든 주요 공급업체 브랜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편의점 자문 서비스
지역 에너지 전문가의 경험,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편의점 운영 방안을 개발하십시오.

8. 지점 판매
사업 성장을 원하는 업체들의 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9. EMV 규정에 따른 할인된 가격
Gilbarco 및 Wayne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디스펜서와  
키트 대량 구매 시 특별한 가격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10. 상용 차량 카드 네트워크(CFN)
CFN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30만 미국 차량 운송 회사의  
현지 접근을 통해 연료 보유량과 매출을 늘리십시오.

11. 카드 프로세싱 솔루션
낮은 요율과 당일 처리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십시오. 

12. 전력 공급
전기요금 원가 절감을 위한 자문, 알선, 요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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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uel Services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희는 귀사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연료 
사업이나 편의 사업에는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World Fuel Services가 열심히 
지원하여 모두가 좋을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클 올갱 (Michael Olguin) 
C-Store 이사, River Rock  
토바코 앤 퓨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