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K LINER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류작업을
위한 저마찰 특허 기술

안정성이 고려된
계류 기술의 진화
최초 화학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 단계까지 맞춤
형으로 제조된 Nylacast Chock Liner®는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류작업을 가능케 하는
특허 제품입니다.
Nylacast Chock Liner®는 용접이나 Drydock 없
이 모든 유형의 Fairlead 및 선박에 장착 가능합
니다.
신조선 뿐만 아니라 기존선 에도 장착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술
Chock Liner®는 선박 계류작업을 최적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Nylacast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섬유 로프 디자인, 테스트 및 재료 선택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통해 저희는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활용도를 갖춘 소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제품의 장점은 이러한 뛰어난 소재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로 인해 가볍고 내식성이 강한
초저마찰의 맞춤형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Nylacast의 Chock Liner® 소재 기술을 통해 로프의 마
모 및 마멸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HMPE 로프
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Chock Liner®는 일반적으로 HMPE로프 등 비싼 로프
를 주로 사용하는 FLNG, FSRU 및 STS에 필요한 제품입
니다.
폴리에스테르/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및 나일론
로프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당사의 독자적인 소재와 특허 받은 결합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선주사 및 선단관리사 에게 설치가 간편하
고전반적 계류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지
보수가 저렴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본 제품은 설치 시 용접이나 Drydock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Nylacast Chock Liner®는 특정 산업 요건을 충족하는
ATEX 승인 재료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장점 및 혜택

선박
다양한 초크 크기 및 사양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한 Nylacast Chock
Liner®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선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향상된 안전성
로프 마모 및 마멸이 현저하게 감소
하여 로프 손상 또는 계류작업 지연
의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로프 피복
손상을 막기 위해서 선원이 계류작
업 반경에서 위험에 노출 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프 마모 감소

여객선 및 페리

컨테이너선

LNG선 및 화물선

서비스 선박

FPSO 선박 및 특수 목적 선박

군함, 요트 및 어선

저마찰 소재를 통해 마모 및 마멸 위
험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해상
계류 로프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
니다. 더 이상 보호 슬리브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부식 방지

유지 보수 비용 없음

내식성 소재로 부식에 취약한 환경
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합니다.

자가 윤활 및 부식 방지 재료로 인해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페
인팅, 코팅 또는 외피 보호 또한 필
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한 설치

하중 분산

용접이나 드라이 도킹이 필요없습니
다.
설치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특히 팽창 수준이 높아질 時 매끄러운
표면 마감 및 재료로 인해 계류 하중
이 분산됩니다.

Nylacast Chock Liner®를 장착
할 수 있는 선박

“Nylacast Chock Liner®는 무어링 로프의 마모 및 손상 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저
는 HMPE 로프가 장착된 모든 선박에 Chock Liner®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태껏 30개의 Chock Liner®를 여러 선박에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7년간 지
속적으로 운영한 이 선박들은 여전히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수명
이 다 할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계류 작업 時 흔히 발생했었던 여러 로프 손상은 Chock Liner설치 이후부터 사라졌으
며 별도의 로프 보호 슬리브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Chock Liner®의 선박 장착
비용이 높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Nylacast 기술이 로프의 수명을 연장하고
로프 교체의 필요성을 대폭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로프 수명의 연
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매우 클 것입니다. “
LNGC TangguhSago 선장

시브 및 풀리

부시

윈치 스풀링 셸

맞춤 부품

롤러

가이드 롤러

해양 산업 제품

문의

Nylacast는 해양 및 해운 산업을 위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제품을
제공합니다. 재료 기술 및 엔지니어링에서의 노하우를 통해 맞춤형 제조,
저마찰, 경량 솔루션을 제공하여 해양 작업을 개선하고 향상합니다.

Chock Liner® 또는 Nylacast 해양 산업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을 방문해주세요 www.chockliner.com

480 Thurmaston Boulevard
Leicester, UK,
LE4 9LN
+44 (0) 116 276 8558
chockliner@nylacast.com
www.chockliner.com

The Chock Liner® 및 관련 기술은 특허 및 상표 제품입니다.
Nylacast Limited No. 594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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