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 profile

 

설명

적용

• 

• 

• 

• 

잠재적인 혜택

공장 작업자들의
역량 및 가치 증대

 

이론교육을 토대로
현장 상황에 적용

윤활 관련 문제
잠재적 해결

장비 수명, 신뢰성,
가용성 최대화 

모범 사례 교환

윤활 관련 지식 이용

윤활유 전문가들은 현장 작업자들이 필요한 윤활 지식과 역량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비 신뢰성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xonMobil 현장 엔지니어들은 윤활유 기능 및 

구성, 베어링, 기어, 엔진의 윤활, 윤활유 안전, 

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교육 세션을 진행합니다.

윤활 방식이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ExxonMobil의 윤활유 전문 지식을 귀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소와 기술 이슈를 

강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

잠재적인 주제 목록을 논의하여 니즈, 우선순위, 
참여, 타이밍, 비즈니스 목표, 핵심 과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작업자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작업자들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참석자 파악, 선정 및 초대합니다. 

교육 계획과 세부사항을 확정합니다.

 
 

윤활 교육



Lubrication training

ExxonMobil 팀은:

•  윤활유 및 윤활 방식과 관련된 안전, 건강 및 환경 이슈를 시설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추가 맞춤형 클리닉(예: 보관 및 취급)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 규칙과 ExxonMobil의 안전 실천 관행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장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시연을 하기 전에 장비의 전기 및 기계 잠금장치, 
적절한 태깅 및 잠재적 폭발 위험을 확인합니다. 

오일 유출, 누유,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ExxonMobil이 제공하는 윤활유에 대해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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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 교육

mobil.com/industrial

공통 개선기회 분야
• 윤활유의 잘못된 적용

• 과다한 오일 소비

• 장비의 마모 / 고장의 조기 발견                                

• 돌발정지

• 부적절한 보관 및 취급

 

안전, 건강 및 환경

결과물:          갖춘 ExxonMobil 직원들이 윤활 주제 및 관련 유지보수 사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추정 가치를 기록합니다.

ExxonMobil의 전문가 서비스는 귀사가 장비 수명 및 신뢰성을 개선하여 유지보수 비용 및 가동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 환경 보호 및 생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