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해양 플렌트, 건설 산업 분야 전문 Rope Access 기업



조선, 해양 플렌트 및 건설 산업분야의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영국 IRATA 협회로 부터 

교육및 평가를 통한 자격증을 부여받아

세계 국제 Rope Access 작업방식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소작업을

전문으로 수행 하는 기업입니다.

Rope Access work 에 관련된 

각종 자격증과 장비를 활용하여

고객의 모든 요구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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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문 국제 Rope Access 작업 방식을 활용하여 특수 고소작업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산업현장에서도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100% 가능하게

만족시켜드립니다

Rope Access 작업방식 을 사용하시면

- 작업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 그에 따른 엄청난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 공정 자체가 줄어들음으로써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수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적인 국제 Rope Access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영국(IRATA),

호주(ARAA) 협회로 부터 작업 수행자 개개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WHY must be UsOne R&A?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산업현장에서도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를 100% 가능하게 만족시켜드립니다.



모든 산업 현장의 2m이상되는 산업현장의 작업이나 점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근접하지

못하는 장소에 로프 접근기술을 구사하여 접근하여 직접 관찰하여 작업 및 점검하는 기술로

안전한 공간, 장소 등이 확보되지않아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특수장비, 크레인의 접근이

되지 않는곳에 Rope 를 이용하여 접근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한다.

로프 접근 기술은 로프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으로 모든 현장의 측면과 하부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제껏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대규모 중기나 가설 발판으로

비용이 들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많아 작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교량하부에서 노후화 조사나 건전도 진단 등의 조사 작업은 비용 등의

제약이 심하였다. 

로프 접근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물의 측면과 하부 등의 안전하고 저비용인

작업을 실현한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고 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발전소, 고층 빌딩, 각종 플랜트 건설현장,

해양 유전 및 각종 선박 해양 플렌트 설비에서 안전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IRATA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활동중에 있다.

산업적 로프 접근 협회로서 영국의 해양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유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설립되었으며 몇몇 선두 기업들의 계획에 의하여 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면서 로프 접근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IRATA에 의해 개발 된 로프 접근 기술은 이제 수리, 유지 관리, 검사, 생산 작업 및 접근의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비교할수 없는 안전, 빠른설치 및 해체시간, 환경에 긍정적인 장점과 침습성 접근 장비

또는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필요 요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200개 이상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7만명을 초과하는 로프 접근 기술자들

훈련시켜왔다.

Rope Access 

IRATA



각기 다른 산업별 Rope Accss Worker들의

접근 및 활용범위는 무궁무진 하여

고객들의 산업 현장에 엄청난 효과를 안겨 줄것입니다



조선·해양·플렌트
- offshore Rope Access worker 지원

- onshore 전기, 기계, 구조, 도장, 배관, 보온, 고소작업 서비스

- 드릴쉽 및 플렌트 선 유지 보수 작업 서비스

건설·교량
- 건설 산업 분야 고소작업 지원

- 교량 검사 지원 서비스

- 건설, 교량 유지 보수 작업 서비스

육상·플렌트·발전소
- 석유 화학 시설 보수 공사 지원 서비스

- 각종 고소 작업 지원 서비스

- 각종 검사 지원 서비스

Year Project and Service Scope Place

2015 Goliat, Gorgon, Bp Q204, Semi - Rig 2704 현대 중공업
전기 케이블 포설, 결  선, 모튤 도장 및 와싱, Structure 용접

2016 Statoil Asta, Exx-cnMobil Hebron, 대우, 
Jack up Rig 3305(대우RM산업 물량 하청) Semi - Rig 2704 현대 중공업
Semi - RIg 2620, HHi LNG Ship #1. 2 HHI 특수선 P114
한국석유공사 Flare Tower 온도센서교체 및 Power cable 포설
전기 케이블 포설, 결선, 모튤 도장 , Passivation, Structure 용접
기계 설치 및 철거, Scaffold Pice 철거

2017~ Statoil Asta Hull 도장 작업, Moss Lng 도장 작업 현대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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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A(호주) - LEVEL3                      • IRATA(영국) - LEVEL3    

•PPE INSPECTOR - petzel(프랑스)  • MEDIC FIRST AID&CPR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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