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wboldt Industries  



회사소개… 

 1906년 설립 (노바스코샤주, 체스터 
소재) 

 글로벌 공급사- 윈치와 리프트 장비 
 턴키 방식 공급 

 디자인 
 제조 
 서비스 

 2005년에 TIMBERLAND Group 과 합병 

2 



고객을 위한 배려!  
당사의 장비가 그 증거입니다! 

 ROV 운영 시스템, 해저 크레인, 해양 윈치, 갑판 장비, 
어업용 윈치, 프로펠러 

 지하 매설용 장비, 수송차, 지하 컨덕터 취급 장비  

 오프쇼어 무어링과 해양 장비, 건설/광산 기중기, 기중기, 
컨턱터/케이블 취급 장비, 항로권 관련 장비, 트렌치리스 

 컨덕터 운용 장비, 트렌치리스 케이블 부선 장비, 항로권 
관련 장비  

 재정적으로 안정적  
 시장과 상품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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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정에 대해 당사 자체 제공 
가능 

 영업, 고객 서비스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 디자인 

 종합 통제 시스템 디자인 

 중공업 공사 & 기계 가공  

 최종 조립 & 테스트 

 품질 관리 

 프로젝트 실행 관리 

 설치 & 시운전  

 현장 서비스 / 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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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역량  

 프로페셔널한 엔지니어링 팀 
 충분한 경력  
 고객 중심의 디자인   
 맞춤형 솔루션 제공 

 
 검증된 디자인 툴 용  

 3D 캐드 모델링  
 렌더링과 시뮬레이션 
 유한 요소 해석  
  

 당사 보유 인증 
 DnV  
 ABS 
 Lloyds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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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수 시험 / 애프터 마켓  
서비스와 지원  

  공장 인수 시험  

 고객 승인과 표준  

 충분한 숫자의 숙련 직원이 배치된 현장 서비스 부서  

 기계, 수력학, 전기 전문 직원 

 특화된 자체 트레이닝과 기술 지원  

 장비조작용 시뮬레이터  

 필드 서비스 인력의 현장 지원  

 시운전 / 최초 사용시 
 평소 운용 중 문제 발생시 

 예비 부품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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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boldt & Timberland 그룹의 
경력 

 다음 기업들의 협력사로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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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로필  
기술 자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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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선상 장비 공급회사이자 
전문 회사  

 광범위한 캐나다 프로젝트:  

 다양한  경력의  낚시  장비  공급사 : 2015년에는  Clearwater 
Seafood에서 소유한 Belle Carnell이라 불리는 74미터의 조개 
준설기에 완벽한 최신 제품/서비스 제공.   

 캐나다 연안 경비대 (CCG)의 협력사로 30대가 넘는 배에 다음과 
같이 장비 제공:  

 12대의 해안 경비선,  

 9대의 중간 해안 순찰선,  

 가장 최근인 2015-2016년,  3대의 연안 낚시/과학탐사선 .  

 Hawboldt는 또는 캐나다 연안 경비대가 추후에 구입할 배들에 장비를 
공급할 협력사중 가장 선호하는 업체입니다: 연안 해양 과학선 (2016), 
공동 공급선 (~2018), 극지연구 쇄빙선 (~2020) 



프로젝트 프로필  
검증된 기술 자문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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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구매 미국 고객, UNOLS 함대 , 중소 연구조사선과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 

 아시아 시장을 위한 부서 설립 및 성과, 계획 

 아시아 시장 담당 사업 개발 매니저  

 한국 : 2010년 한국의 KOPRI 쇄빙선 연구선에 해양 연구장비 패키지 
제공. 그 이후 2014년에 견인 윈치 제공.    

 일본: 쿠오카 인양사에 Japan AUV LARS (2011), 6mT LARS and Winch 
(2012), 그리고 4개의800 hp AHC 모터 전기 윈치가 장착된 25 mT Drill 
LARS (2014) 납품.  

 중국: 지속 성장 중인 중국에도 2000년 말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견인 
윈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Hawboldt의 품질과 서비스는 2012년에 
중국의 제 2 SOA 연구소에 최초로 해양 장비 공급을 이루어냈으며, 
2015년에 천진 연구소에 또다른 4개의 제품/서비스 세트를 공급했고, 
2016년에 3개의 추가 제품/서비스 세트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한국 극지연구소 (KOPRI) 

ARAON (아라온) 

고객사: 한국 극지 연구소  
선박: IBRV ARAON 
 
ARAON (아라온)은 특별한 역량을 가진 극지 연구용 선박 겸 
쇄빙선으로 한국의 남극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건조되었습니다. ‘아라’는 바다를 ‘온’은 모든 것을 뜻하는데, 이 
세계 최상급의 선박은 한국 이름에 걸맞게 KOPRI의 해양 
연구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극지 탐험의 선구자로 
일컬어집니다.     

선박의 특징  
 
조선소: 한진 중공업 
전체 길이: 111m 
승무원 25명 / 과학자 60명 
배수량: 7487 톤 
최대속력: 12 노트 
추진력: 19 MW 



 해양 장비:  
 4개의 Science Drum Winches (과학용 드럼 윈치) 
 3개의 Science Traction Winch Systems (과학용 트랙션 윈치) 
 CTD 운용 시스템 
 선미 A-Frame 
 Overboarding Sheaves  
   (오버보딩 시브) 
 

 중앙 유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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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극지연구소 (KOPRI) 

ARAON (아라온) 



 
고객사: 제 2 SOA 연구소  
선박: Xiang Yang Hong 10 
  

중국 제 2 SOA 연구소- 
Xiang Yang Hong 10 

선박 측징 
 
전체 길이: 97 m 
빔: 17 m 

해양 윈치, 스토리지 드럼, 제어기와 HPU를 모두 구비한 완전한 선박 
모델명 TW15-24의 트랙션 윈치 
모델명 TW15-34의 트랙션 윈치 
모델명 TW3-34 의 트랙션 윈치 
Geophysical Wire Rope를 위한 모델명 SPR-7060의 스토리지 윈치 
Coax Cable을 위한 모델명 SPR-8474의 스토리지 윈치 
EOM Cable을 위한 모델명 SPR-8474의 스토리지 윈치 
유압식 파워 유닛 PP200-200 
EOM과 Coax reel 지원을 위한 RALW-34/21  Levelwind 
Geophysical reel 지원을 위한 RALW-34/21 Levelwind 
Aft Deck 중앙 제어 콘솔 
Aft Deck 무선 리모트 
CTD 중앙 콘솔 (윈치 룸) 
트랙션 윈치 콘솔 (윈치 룸) 
CTD 무선 리모트 
Diverter Sheaves: CTD 
Diverter Sheaves: EOM/COAX and Geophysical 
Hanging Sheaves: EOM/Coax and Geophysical 



고객사: 천진연구소 

중국 천진연구소 –  
2015년에 4대의 선박에 납품한 
제품/서비스 

해양 윈치, 스토리지 드럼, 시브, 제어기와 HPU를 모두 
구비한 4대의 선박 
모델명 TW15-34의 트랙션 윈치 - 17.3m 
모델명 TW3-24의 CTD 트랙션 윈치 - 8.03m 
SPR-3540 해양 드럼 윈치 - 11.43m 
SPR-6672 Coax Cable을 구비한 스토리지 드럼  
유압 파워 유닛 PP150-150 
17.3m EM 케이블 지원을 위한 RALW-34-15 Levelwind 
Diverter Sheave - 트랙션 윈치 - 15mT 
트랙션 윈치 로컬 제어 콘솔  
SPR-3540 로컬 제어 콘솔 
리모트 콘트롤 콘솔 X 3 
Diverter Sheave - 17.3mm 
Diverter Sheave - 11.43mm 



 Hawboldt에서 직접 디자인, 제조: 
 해양 장비  

 4개의 과학용 전기 윈치 
 CTD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Side Scientific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어업용 연구 장비 
 7개의 어업용 윈치 
 8개의 보조 윈치 
 A-프레임, Tow Arms  

 제어기 – 과학용, 어업용  
 중앙 유압식 시스템 
 두 대의 크레인  
 2015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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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안 경비대   
Offshore Fisheries and Science 
Vessel 전기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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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Coast Guard –  
Manufactured by: Vancouver Shipyards 

Vessel Name: Offshore Fisheries and Science Vessel 
(OFSV) 

No. Description QTY 
1 General Purpose Winch 1 
2 Plankton Winch 1 
3 Scientific Winch 1 
4 CTD Winch 1 
5 CTD LARS 1 
6 SSOA LARS (A-Frame) 1 
7 Outhaul Winch 1 
8 Gilson Winch 2 
9 Codend Winch 1 

10 Sweepline Winch 2 
11 Split Net Drum 1 
12 Main Deck Net Drum 1 
13 Trawl Winches (Electric) 2 
14 Sonar Winch (Electric) 1 
16 Sweepline Lifting Winches 2 
17 Mid Water Weights Winches 2 
18 Trawl Pull Winches 2 
19 Outhaul Boom 1 
20 Ice Davits 2 
21 Trawl Net Depressor 1 
22 Power Block and Pot Hauler 1 
23 Main Crane 1 
24 Stern Crane 1 

 

캐나다 연안 경비대   
Offshore Fisheries and Science 
Vessel 전기 윈치 

길이 55m 

빔 16m 

깊이 8.7m 

흘수 6.1m 

속도 13 노트 

승선 가능 인원 34명 (21명의 승무원 + 13명의 과학자) 
장비 25대가 넘는 갑판 장비 

캐나다 해안 경비대 
건조: 밴쿠버 조선소 
선박 이름: Offshore Fisheries and Science Vessel (OFSV) 
번호                                           장비설명                                       대수 



캐나다 연안 경비대   
Offshore Fisheries and Science 
Vessel 전기 윈치 종류와 장비 



캐나다 연안 경비대 OF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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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장비 개요 

18 

 전기  윈치  건조기  (Electric Winches Building)는  세계적으로  일류의  유압식 
해양/어업용 윈치를 성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납품해온 Hawboldt사와 함께 
했습니다.  Hawboldt는 혁신적인 업계를 이끌어가는 전기 윈치들을 개발하는데 
구동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Hawboldt 장비는 단 한번의 전기 
모터 고장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Hawboldt의 A-Frame은 고객의 필요에 맞게 건조 및 설계되어 제공 됩니다. 
Hawboldt는 해양, ROV, AUV뿐만 아니라 해저 드릴 시장에 필요한 선진화된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최대 35,000kg(SWL) 까지 가능한 A-Frame을 
제공해 왔습니다.  

 Hawboldt의 Controls은 앞선 통합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각 고객에 맞게 주문제작으로 개발 됩니다. Hawboldt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동용량을 늘려 고객의 기대치를 넘는 시스템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기식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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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boldt는 계속해서 세계 탑 클래스의 전기식 갑판 
기어와 윈치를 개발하고 인도해 왔습니다.  2015년에만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납품 되었습니다:  
 4개의 200 hp 모터와 2개의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가 
장착된 800 hp Active Heave Compensated 전기 윈치 

 총 4개의 350  hp 전기 트롤 윈치, Hawboldt의 
ProSpool을 사용하는 전기 통제 직각 레벨윈드와 공용 
구동렬을 함께 사용하는 2개의 175 hp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5 hp, 40 hp, 50 hp, 60 hp 그리고 100 hp 해양 전기식 
윈치. 다이아몬드 스크루와 ProSpool 직각 레벨윈드를 둘 
다 제공합니다.    

 Hawboldt는 이미 14개의 새 전기식 윈치를 
만들고 있고, 이 전에 예약을 받아서 2016년 초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Hawboldt의 전기 윈치 장비 주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는 우리 제품의 질과 실적에 대한 증거입니다.   

 



A-Frame  
&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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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스템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주문 설계로 
제작됩니다.   

 A-프레임, 2000 kg부터 35000 kg 이상 용량 
 ROV LARS, 6000 kg부터 27000 kg 이상 용량  
 기타 AUV LARS와 CTD LARS 



A-Frame 
35 000 kg Polar A-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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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Overboard Reach 5,500mm 

Crossbeam 
Height 

7,600 mm 

Capacity 35,000 kg SWL 



ROV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확실하고 튼튼한 디자인  
 첫 유닛은 2005년에 납품. 10년 이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며 당시 제공된 유닛을 
아직도 활발히 이용 중.  

 윈치를 포함한 6 te, 14.5 te, 15 te, 그리고 27 
te 모델 (유압식 또는 전기식), HPU 그리고 A-
Frame 

 15 te Approved design을 DnV specification 
2.22   기중 설비에 사용. 

 저온 또는 일반 온도 모델  
 고객과의 파트너십  

 계속 판매신청 또는 프레임웍 거래  

 시스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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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Drill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800 hp AHC 전기 윈치가 장착된 27 Te LARS 

고객사: Cellula Robotics  
의뢰인: 후쿠다 인양사 

납품 제품: 
27 te ROV LARS 
800 HP – Active Heave 
Compensated Electr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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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고객사: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Research 

의뢰인: 일본 연안 경비대, 후쿠다 인양사 

납품제품: AUV 시작과 복구 시스템 (SS 0 – 4)  
(다중 시스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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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Rosette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6000 kg 안전 작업 부하량  
 

 해상상태 0 – 6 단계별 가동 역량 
 

 CTD 장비 투하 및 회수 시스템 연결 중 
지속되는 장력 제어  
 

 수동적 제동이 가능한 Docking Head  
 

 속도, 페이아웃, 장력 측정 선택 가능 
 

 통합 제어 스테이션, 중앙 윈치룸, 로컬/무선 
리모트 콘트롤 
 

 공간 사용이 효율적인 천정 부착형  
 



Advanced Controls Integration 
A-Frame Motion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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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상호연결을 위한 숙련된 
통제 인터그레이터  
 

 고객의 필요에 맞춰 특별 주문 
가능 
 

 향상된 통제 기능으로 운영 기능 
향상과 위험도 경감 

 

 A-Frame Motion 보정의 예로 양쪽에서 피드백을 받아 A-Frame과 
전기식 윈치를 동시에 보정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조작 안전을 
향상시켜 제품의 조작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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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Controls Integration 
스풀링 - Hawboldt ProSpool 

 Hawboldt Industries는 튼튼하고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스풀링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awboldt는 다이아몬드 스크류와 직각의 레벨윈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Hawboldt는 자체 상표의 스풀링 소프트웨어인  
ProSpool을 개발했습니다.   

 
 Lebus grooved shell은 모든 해양 
윈치 장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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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력, 회선 속도, 페이아웃, 케이블 각도, 
경보장치가 보여지는  2개 국어의 터치 
스크린  
 

 선상에서의 네트워크 집약 기능으로   
      모든 장비에 사용 가능한 공동 의사소통 
센터 
 

 유선과 무선 리모트 콘트롤 선택 가능 
 

 자동 윈치 운행 조건으로 셋업과 컨트롤 
가능 
 

 사용이 용이한 조종 조이스틱 
 

 HPU 기능 통제  
 

Advanced Controls Integration 
컨트롤 Stations  



Advanced Controls Integration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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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VFD configurations 가능. 
  

 모터당 하나의 드라이브 
 

 하나의 드라이브 – 여러개의 모터, 
 
 여러개의 드라이브 – 여러개의 모터  

 
 공동 사용 캐비넷, 능동적인 프론트엔드 그리고/또는 브레이크 
저항기 
 

 물 또는 공기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브레이크 저항기 선택 
가능 
 

 장비 콘솔과 선박 네트워크를 통한 완벽한 통제 설정 
 

 업계를 선도하는 드라이브 부품, ABB, Vacon/Danfoss, 
Cress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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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lin Gillis 
Application Engineer 
colin.gillis@hawboldt.ca  

 
 Jackie G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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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ie.guo@hawboldt.ca 

 
 Paul Phillips 

General Sales Manager 
paul.phillips@hawbold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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