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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 Competitive

Hanwha Corporation

Achieving the Dream as World’s Leading Company

Established as the first Hanwha entity under the founding  

philosophy of ‘contributing to the nation and society’,

Hanwha Corporation has realigned its business operations  

to focus on explosives, defense, trade, and machinery, striving to  

become a leading global company tha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humanity and advances human values.



Hanwha Corporation ,   Innovative & Competitive Hanwha Corpor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upporting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ast sixty years. With our innovative endeavors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we have realigned our business operations to 
focus on the Explosives and Defense Divisions as well as  our global expertise-based 
Trade Division. We successfully completed our merger with Hanwha TechM 

(currently Hanwha Corporation/Machinery Division) in October 2014. 
We also  strengthened our position as the nation’s largest total defense contractor 
after launching Hanwha  affiliates in the defense sector : Hanwha Techwin 
and Hanwha Thales in June 2015, and  Hanwha Defense in May 2016. 
This has allowed us to move forward with our vision to be a global  top 10 defense 
industry player. Based on our broad business experience, we have also created 
new  core technologies, sustaining market growth and expansion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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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HATS?

Hanwha가 제공하는 최첨단 Digital Smart Blasting Solution

9개 모듈로 구성된 Solution으로 Drilling & Blasting 통합 관리체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Technologies

혁신 Technology

Productivity Improvement 
& Cost Reduction

초정밀 GPS, Digital sensing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실현 

User Friendly

Drilling & Blasting 전공정에 대한 디지털화 

및 자동 통계/분석을 통한 편리한 현장 관리

Risk Reduction
실시간 작업현황 Monitoring을 통한 

장비/인원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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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based
3D Modeling Scanner

HATS의 지형 측량 시스템인 EagleMapper는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번째, 드론/라이다로 광산/건설 현장의 실제지형을 디지털 스캔하여

GPS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두번째, 작업 현장의 불규칙한 실제 지형을 정밀하게 측량, 3D로 모델링하여,

현실에 적합한 굴착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도 향상

부가 서비스

디지털 측량

GPS 기반 실제 지형데이터 구축

3D 지형 데이터로 채광 물량 예측 정확도 향상

광산/건설 등 현장 지형변화 관리

단위 작업 생산량 관리 가능

첨단 광학장비로 인력/비용/시간 절감

휴먼에러 최소화로 측량 정확도 향상

HATS의 독창적 네트워크 시스템인 EagleFinenet은 지형에 관계없이 

광산 전체에 원활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기존 통신망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체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여 

해킹에 대한 보안이 우수하며, 태양광 모듈 기반의 축전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LoRa 특허 기술과 범용적인 WiFi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높은 통신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범용성

경제성

안전성

기존 통신망 (LTE, 4G/5G 등) 활용 가능

자가 무선 통신망 (LoRa, WiFi 등) 구축 

상용망 대비 낮은 시설 투자비

태양광 발전모듈로 자체 전원 공급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 탑재 가능

안정적인 통신 신뢰성

Cost effective
High – tec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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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e Drill-managing
Solution

HATS의 Drill 관리 모듈 솔루션인 Drill Pacemaker는 

HNS(Hole Navigation System)을 탑재하여 정밀한 천공 작업을 지원합니다.

고성능 GPS와 당사가 제공하는 천공가이드 S/W 통해 천공 작업자가 

정확히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천공 작업의 진행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천공 작업과 동시에 암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암반 강도를 추정하고 

발파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정밀성

자동화

범용성

GPS 기반 초정밀 위치 정보 제공

천공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정밀 천공

천공 데이터 자동수집 및 DB화

암반 강도의 데이터로 효율적인 발파 설계 가능

Drill 제조사/기종 무관하여 적용 가능

HATS의 발파설계 소프트웨어인 EagleDesigner는 

실제 지형정보를 바탕으로 설계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공, 발파 패턴 설계를 무선 네트워크(EagleFinenet)를 통해 

실시간 공유합니다.

발파 후 파쇄도와 진동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신뢰성 있는 발파 결과 분석을 통해 차기 발파의 최적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파 최적화

설계 차별화

편의성 증대

공정별 수정설계를 통한 발파설계 최적화 

3D 모델로 생성된 현장 지형을 기반으로 설계

실제 자유면 형상을 반영한 설계로 발파 효율 개선

One - click설계 기능을 통한 편리한 설계

무선, 원격으로 Web을 통한 설계 정보 공유

3D Smart
Blast Design Software

010 011Hanwha CorporationEagleDesigner  l  DrillPacemaker HATS BROCHURE



24/7 Automatic
Measurement

HATS의 진동, 소음 상시계측 시스템인 EagleVibs는 

발파진동과 소음을 모니터링 합니다.

계측 지점을 고정 설치하여 진동, 소음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Web Server로 전송합니다.

태양광 모듈 기반의 전원 공급 시스템으로 운영 안정성, 신뢰성 및 

무인화 계측을 실현하였습니다.

EagleFineweb에서 실시간 Data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계측

신뢰성 확보

계측 무인화

24/7 진동/소음 상시 계측

무인 상시 계측으로 Data 신뢰성 확보

현장에 최적화된  진동, 소음 추정식 자동 도출

계측 인력 비용 절감  및 휴먼에러 방지

Accurate 
Charging Management

HATS의 장약 관리 솔루션인 ChargePacemaker는 

센서, HMI로 정밀한 장약작업을 지원합니다.

장약 작업의 진행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이를 통해 화약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고 발파결과를 예측, 

개선하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정밀성

자동화

최적화

장약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정밀 장약

장약 정밀 조절 기능을 통한 장약 비용 절감

장약데이터 자동 수집 및 DB화

화약 사용량 자동 추적으로 화약량 관리 용이

암반강도에 적합한 장약 밀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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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nagement
Solution

EagleFineweb은 현장의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작업내용을 저장, 분석하는 Data Platform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비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정보를 원격 환경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과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업현황을 개선하는 Insight를 지원합니다. 

정확도 향상

부가 서비스

디지털 측량

실시간 현장 정보(작업, 장비, 진동) 모니터링

Web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기기 지원

축적된 DB 분석, 리포팅 기능

현장 관리 Insight 제공

데이터 저장, 관리 플랫폼

설계, 작업, 결과 정보 통합 저장

HATS의 파쇄입도 분석 솔루션인 EagleFrag는 파쇄석의 입도를 

3D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software입니다.

Drone으로 취득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자동으로 파쇄도를 분석합니다.

AI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조작 없이도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3D 분석

머신 러닝

고속 분석

3D 기반 분석 S/W

자체개발 알고리즘을 통한 높은 정확도

촬영된 이미지를 통한 암석 크기 학습

수동 추가조작 없이 자동으로 파쇄도 크기 측정

분석시간 최소화

AI-learning
3D Analysis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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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Management System

Real time
Management System

원격 관제

생산성 관리

안전 관리

실시간 장비 및 인력 위치 모니터링

Web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기기 지원

실시간 생산량 자동 조회

생산/운반 구역별 데이터 자동 집계

장비 간 실시간 무선 통신

안전 관리 강화

HATS의 파쇄입도 분석 솔루션인 EagleFrag는 파쇄석의 입도를 

3D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software입니다.

Drone으로 취득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자동으로 파쇄도를 분석합니다.

AI 기술을 적용하여 별도 조작 없이도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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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Corporation

Head Office (Korea)

HMS 
Indonesia

Hanwha Corporation

South Africa

Hanwha Corporation

USA

HMS 
Australia

HMS 
Chile

HMS AUSTRALIA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Suite 701, 10 Help Street Chatswood NSW 2067
Australia
TEL. +61 416 770 529
Emergency. 1800 054 055
E-mail nathan.yun@hanwha.com

HMS LATIN AMERICA
Hanwha Mining Services Chile
Alonso de Cordova 5870, Office 707, Las Condes,
Santiago, Chile
TEL. +56 2 2993 7542
E-mail hmschile@hanwha.com

Head Office (Korea)
Hanwha Mining Services 

Hanwha Building 17th floor
86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04541 
TEL. +82 2 729 1986
FAX. +82 2 729 1850
E-mail commercial@hanwha.com

HMS INDONESIA
PT. Hanwha Mining Services Indonesia
Talavera Office Park, Suite Area, 21th Floor
Jl. TB Simatupang Kav 22 Cilandak
Barat Jakarta Selatan 12430
TEL. +62 21 2782 8378
FAX. +62 21 2782 8643
E-mail hmsindonesia@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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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bldg., 86, Cheonggyecheon-ro(Janggyo-dong), Jung-gu, Seoul, Korea

www.hanwhacor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