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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웁은 몇 개의 단어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객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 SAFETY, QUALITY, ETHICS, PASSION 그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이 있으며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고객과 함께 지향하는 것이 앨리웁의 존재 이유입니다.

PASSION SAFETY

QUALITY ETHICS

로프액세스에 대한 흥미로 시작된 여정 안전한 고소작업에 대한 솔루션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로프액세스의 만남 사람 중심의 작업환경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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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웁은 2012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한국 최초로 각 파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탄생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중공업,발전소,교량 및 댐 등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품질과 상호 신뢰, 도덕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여러 파트너 회사들과 상호 이익의 관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항상 과정이며,연속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과제도 안전, 품질, 도덕, 열정과 함께 갈 것입니다.

Organization

C.E.O SITE
MANAGER

SUPERVISOR

SUPERVISOR

SUPERVISOR
Q.H.S.E

MANAGER

Safety System

안전보건
경영방침

기 획

시 행점 검

개 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정, 보완

(초기)위험성평가 
안전작업방법계획
레스큐플랜, 계획 수립 
법규검토 및 체계 문서화 

위험성평가,건강 점검
PPE점검, 안전교육,
툴박스 토크(TBT)
현장 자율 점검/평가

HSE 점검/평가 
외부기관 평가

HSE, 경영자 검토 / 
시정 및 예방 조치

ALLEYOOP

앨리웁의 안전보건경영체계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방침을 기반으로 계획, 실행, 점검, 조치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자율안전보건체계가 이행되도록 하는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시스템 입니다.



A L L E Y O O P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로프액세스 전문 회사 ALLEYOOP

6 7

Quality Ethics

Passion

ALLEYOOP ALLEYOOP

ALLEYOOP

앨리웁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Global Standard 요건과 고객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1.고객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지속적 개선과 혁신으로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다. 

3.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

앨리웁 전 임직원은 위 품질경영방침을 실천하여, 최고의 고객만족과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킵니다.

신뢰 받는 기업,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해 앨리웁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조직은 어떠한 환경도 돌파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앨리웁의 삶은 안전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으며 이 가치를 사회 전반에 퍼트리려는 열정과 함께 합니다.

안전이라는 테두리내의 기술력, 그것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구성원의 자세

사회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구성원에 대한 책임

윤리규정의 적용

품질경영시스템

경영자 책임

임무수행

자원 관리 측정/분석/개선

프로세스 파악 및 문서화
문서/기록관리

방침 및 목표 설정
책임/권한 및 의사소통
경영 검토(성과평가)

프로젝트 수행 계획
시공/서비스 관리

측정/모니터링

자원 파악,확보 및 활용
인적 자원
작업 환경

모니터링/측정 데이터 분석
부적합한 작업 관리

개선/시정조치/예방조치

고
객
요
구 
및

기
대
사
항

입력 출력

고
객

만
족

성실한 업무수행
품위유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공정한 업무수행

건전한 문화 창달
인간의 존엄성 존중

환경친화적 경영

고객중심 경영
고객정보 보호
고객자치 재고

상생경영
BP정보 보호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

적용대상 및 준수의무
윤리상담, 신고 및 제보자 보호

윤리실천지침 및 윤리행동
준칙 운영

신뢰 받는 기업,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해 앨리웁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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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We Do ?!

CONSTRUCTION

INSPECTION

MAINTENANCE

“아직 해보지 않은 작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며,

도전한다는 그 떨림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밑거름이 된다.”  

건설현장, 해양 및 육상 플랜트, 초고층 빌딩, 험난한 지역등에서의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철골 구조물의 조립이나 제품의 설치, 해양플랜트, 조선, 그린에너지 산업, 초고층 빌딩에서의 조명설치작업,   

도장 작업이나 험난한 산악지형에서의 네팅 작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설치된 구조물 또는 제품의 여러 방법의 검사를 수행 할수 있다.

정기적인 검사시스템은 제품의 추락이나 구조물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비파괴 검사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론이나 로프접근 기술로써 여러 방법의 검사를 통해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시스템 또는 특별검사시스템을 통하여 발견된 결함을 유지 보수하는 일이야 말로 설치된 구조물과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Company 
TIMELINE
연혁 및 참여 프로젝트

~ 2012

2015

2016

2017~2018

고층빌딩 채널간판, 배너 설치 및 해체

DERRICK(KT SUBMARINE) - 구조물 조립

ARKUTUN DAGI EXXON MOBILE DERRICK(EK중공업) - 케이블트레이 팔너트 교체

CHEVRON BIGFOOT(DSME) - 족장피스 절단, 비파괴검사(MT), 페인팅

Q204 FPSO FLARE TOWER(HHI) - 족장 설치

SONGA SEMI-RIG #2,3,4(DSME) - 페인팅, 클리닝, 케이블포설, 결선

DIAMOND SEMI-RIG(HHI) – 패시베이션

DOLPHIN DRILLING(HHI) – 패시베이션

PETRONAS FLNG FLARE TOWER(DSME) - 아이오니제이션로드 교체, 구조물 해체, 다빗크레인 로드테스트,  

                                                                             핸드레일 및 플랫폼 용접, 설치

PETRONAS FLNG STAIR TOWER(DSME) - 페인팅, 전처리, 비파괴검사(MT)

MAERSK JACKUP RIG(DSME) - 페인팅, 클리닝, 전처리

LNG SHIP #1(HHI) - 번데미지 보수, 페인팅, 비파괴검사(MT)

특수선 P114(HHI) – 보온작업

한국석유공사 FLARE TOWER 온도센서교체, 케이블포설, 결선 및 페인팅

현대중공업 본관 외벽 유리 단열 필름 시공

ASTA HANSTEN HULL SIDE & CONFINED SPACE(HHI) - 페인팅, 전처리, 클리닝

현대중공업 내 대조립 공장 구조물 볼트 교체

연천군 동이대교 케이블 덕트 해체

TORAS MAN POWER SUPPLY(SHI) - 페인팅, 케이블포설, 보온작업, 클리닝, 용접, 비파괴검사(MT)

삼척 리첼아파트 신축현장 외벽 피뢰침 설치

연천군 궁신교 교갹 수심 측량기 설치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점프대 메시망 설치

잠실 체조경기장 구조물 변형감지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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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 BIGFOOT(DSME) – 족장피스 절단, 비파괴검사(MT), 페인팅

DRILLSHIP(KT SUBMARINE) - 윈드월 보수 및 설치

이천 하이닉스 타워 대형 채널간판 설치

SEADRILL DRILLSHIP SERIES, OCEANRIG DRILLSHIP SERIES, ENSCO DRILLSHIP SERIES(SHI)

PDC DRILLSHIP(SHI, KT SUBMARINE) - 패시베이션 & 프리저베이션

GORGON MODULE(HHI) - 고압세척, 페인팅

2013

2014



대표전화  070-4045-8382

FAX  070-4045-8382 

휴대전화  010-2001-4340 

이메일  admin@alleyoop.co.kr

대표자  전상도

사업자등록번호 119-21-31914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54-8 나라빌딩 201호

WWW.ALLEYOOP.CO.KR

IF YOU IGNORE SAFETY, IT MEANS YOU ARE NOT ALLEY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