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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양측 인도에 설치된 대형화분 도색작업
• 대형화분에 남천(나무명)나무심기 활동
• 화분 2차 도색 및 유지관리 활동
• 상인회,포스코 도색봉사단,인앤씨,제선부,행정섭외그룹 참여

해도7080거리 화분도색 및 나무식재(4.9 /4.12)

■ 클린포항

환여 달전지역아동센터 QSS혁신 교육(4.21)

• 인도 에어간판, 불필요 음식물수거함 철거 등 환경 개선 활동
• 음식물수거함 환경친화적 위치선정 및 재배치
• 문덕헬로부대거리 상가번영회, 도의원 등 50명 참석
• 향후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데이 활동 매월 실시

문덕헬로부대거리 ‘인도돌려주기’ 활동(4.19)

혁신허브 QSS 활동

• 생활복지사 및 사회복무근무자 대상으로 교육
• 센터내 시설물 종합진단 및 불합리 발굴
• 불합리 개소에 대한 개선 방향 공유
• 실내 학습실 등과 옥외에 대한 5S활동 방향 제시



■ 협력사

혁신허브 QSS 활동

화인텍(주) Ladle 유분 Mortar 배합기 개발

포)에어릭스 Bucket Elevator Belt 정비방법 개선

롤앤롤(주) 생산기술본부장 우수활동 포상(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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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S Ladle 설비의 Top Nozzle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Mortar
를 드릴로 Mixing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서
양발로 Mortar 용기를 고정하고 있어 드릴에 의한 말림
협착 위험 있음

• 스텐드형 유분 Mortar 배합기 개발 제작 설치

• 분진 포집설비 내부에 설치된 Bucket Elevator 를 취외 후
작업자가 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수리작업을 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있음

• 작업자가 Bucket Elevator 수리작업을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Portable 스텐드형 작업대 제작 설치

• Chock설비 뒤집기작업 기계화장치 개발로 낙하 위험 예방
• 1선재 Guide Static 분해장치 제작으로 햄머 타격 작업 배제
• 4선재 Roll 고착 Sleeve 인출장치 개발로 협착위험 제거
• 2후판공장 Bearing 급유 System 방법 개선



애경특수도료 포항제철소 QSS사례 벤치마킹(4.21)

■ 중소기업

디케이씨 수행과제 및 마이머신 현장 점검(4.20~)

이비덴그라파이트코라아 과제 및 마이머신 통합멘
토링 실시(4.15)

• 공급사 애경특수도료 혁신리더 직원이 포항소 QSS활동 우수
활동개소 방문 및 벤치마킹 실시

• 4고로 Compresser Room의 유지관리 방법, 4고로 주상의
안전시설물 개선 사례, 피씨엠 자재창고 5S활동의 VM사례
등을 벤치마킹

• ‘22년 엔지니어 신규 과제 선정 건에 대한 적합성 멘토링
• 마이머신 대상설비 선정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진단
• 과제 및 마이머신 활동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설정

• 추진 과제에 대한 Measure 단계 현상분석 방법론 멘토링
• 마이머신 활동 개소의 초기 점검 및 청소 활동 실시
• 불합리 발굴 건에 대한 공유 및 멘토링
• 향후 곤란개소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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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애경특수도료 포항공장에서 마이머신활동 진행상
태 점검(4.14)

정화식품 현장 혁신수준 진단 결과 보고회 (4.11)

• 마이머신 대상개소에 대한 5S활동 및 개선 현장 점검
• 공기압축기의 누수 및 누유 개선활동 지도
• 소화설비 배관의 유체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VM지도
• 완제품 창고 물류흐름 및 지게차 진입 안전사항 점검

• 설문지를 통한 직원들의 QSS활동 이해도 및 혁신 수준 진단
• 현장 설비관리의 현수준을 진단하고 불합리 발굴
• 종함진단 결과를 년간 Master Plan에 반영하도록 멘토링
• 해당회사 대표 및 포항시 담당 책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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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산업 스마트팩토리 수준진단(4.14)

• 제조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유사업체 선진기업 사례 공유
• 해당사의 현수준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문 심사원 진단

• 진단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부족부문에 대한 개선안
모색



▣ 현상 및 문제점

▣ 개선안 : Chock Downender 제작 설치

○ 2후판공장 Chock 기기를 취외하여 수리작업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Crane 주권과 보권을 이용하여
뒤집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중량물 줄걸이 작업 중 와이어로프 절손, 샤클 및 핀 탈락으로 작업자 협착, 충돌 위험 있음
○ 위험도 : C등급

활동

사례
㈜롤앤롤 [2후판 Chock 기기 뒤집기 작업 기계화 개발]

▣ 효과
○ Downender 제작 설치로 중량물 낙하로 인한 협착위험 예방 및 작업시간 감소(2hr → 30min)
○ 위험도 : C→F등급

[개선전] [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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