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nbo Pan
Area Director - 일본, 한국, 호
주, 뉴질랜드 담당   
wenbo.pan@ontario.ca 
+1 416 433-4992

경제개발고용창출통상부 

국제사업성장과

국제사업성장과는 파트너십과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온타리오 
주의 제품, 기술 및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들을 지원하여  
온타리오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SourceFromOntar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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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a Panday
참사관 (경제공사Economic Affairs - 
온타리오주)
sonja.panday@international.gc.ca
사무실: +82-2-3783-6023 
휴대폰: +82-10-9264-0649

Ken Wounggeun Oh
상무관 (온타리오주)
wounggeun.oh@international.gc.ca 
사무실: +82-2-3783-6082
휴대폰: +82-10-9250-0683

서울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온타리오주 내 투자를 유치하고, 
온타리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 내에 위치한 서울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캐나다 
및 한국 기업들이 양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수 있는 곳입니다.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시장 정보, 입지 선정 지원, 국제 
바이어와 온타리오 수출업체와의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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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 
(ONTARIO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OFFICE, SEOUL)

Sonja Panday
참사관  
(경제공사Economic Affairs - 
온타리오주)
sonja.panday@international.gc.ca
사무실: +82-2-3783-6023 
휴대폰: +82-10-9264-0649

Ken Wounggeun Oh
상무관 (온타리오주)
wounggeun.oh@international.gc.ca 
사무실: +82-2-3783-6082
휴대폰: +82-10-9250-0683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온타리오주 내 투자를 유치하고, 
온타리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 내에 위치한 서울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캐나다 및 한국 기업들이 양국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수 있는 곳입니다. 

온타리오 무역투자사무소는 시장 정보, 입지 선정 지원, 
국제 바이어와 온타리오 수출업체와의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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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Spectrum Way, Unit 25
Mississauga, Ontario  L4W 5A1
Canada

www.c4pinc.com

Joseph Chaung
사장
+1 416 200-3883
joseph@c4pinc.com 

Jenny Lo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
+1 416 200-6888
jenny@c4pinc.com 

Brian Wildsmith
프로젝트 매니저
+1 647 979-6076
brian.wildsmith@c4pinc.com

당사의 목표는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당사는 고객들에게 창의적인 설계 및 제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새로 개발한 태양광 작동식 건축 제품은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의 팀은 최고 품질의 신뢰도 높은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일상적 사업 운영 
방식의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C4P는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협력하여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 식품 저장 장치(태양광 작동식 가전용 신개발 스마트 식품 

저장 기능)
 ▪ 친환경 태양광 작동식 공기청정기
 ▪ 청정 스마트 소독기
 ▪ 당사의 모든 제품은 그린 에너지 및 친환경 제품 배급자/

판매자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C4P (CREATIVE FOR PRODUCTS) INC. 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제품 개발, 소싱 및 
제조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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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강점

목표
 ▪ 한국의 당사 제품 판매 시장 확대
 ▪ 한국의 가망 프로젝트 파트너들과의 연결
 ▪ 캐나다에서 설계 및 제조된 당사 신제품을 

한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

 ▪ 그린 에너지 제품
 ▪ 그린 친환경 제품
 ▪ 식품 저장 제품
 ▪ COVID-19 세계적 대유행 중/후의 새로운 

정상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새로운 제품

C4P INC.

www.c4p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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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Trillium Drive
Kitchener, Ontario  N2R 1K4
Canada

www.deeptrekker.com

Sam MacDonald
사장
+1 519 732-3257
smacdonald@deeptrekker.com

Andrew Lawrence
사업개발전문가
+1 519 504-6733
alawrence@deeptrekker.com

Cody Warner
영업과장
+1 226 821-4181
codywarner@deeptrekker.com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Deep Trekker는 수중 로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고객의 고도로 전문화된 과업을 
위한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에너지 산업에 가장 유용한 당사 장비는 검사, FME 수거 및 청소용 
수중 ROV입니다. Deep Trekker는 수직 철제 표면을 기어가면서 
쓰레기 차단 랙 등의 구조물을 검사, 비파괴 시험 및 청소할 수 
있는 자석형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타고 가는 당사의 
수중 로봇은 사람이나 공중 드론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장비는 원자로 용기, 복수저장탱크(CST), 상분리모선 덕트 
등, 방사능에 노출된 구조물에서 사용됩니다.

DEEP TREKKER 는 양식업, 원자력 산업, 탐색 및 회수 산업,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자력 산업 분야 고객들로는 Exelon, EDF, GE, Westinghouse, Duke, 
Dominion 등이 있습니다. 

고유 강점
당사의 ROV는 한 명의 운전자에 의해 쉽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제어기가 휴대용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훈련 받지 않은 운전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1시간도 채 안 되어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시스템은 제어 장치가 너무 크거나 탑사이드 동력 
공급 장치를 요하는 것이 많지만, 당사의 로봇은 모두 건전지 
작동식입니다. 당사의 혁신적인 ROV는 원자로 용기 내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케 하는 탑사이드 동력 공급 옵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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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강점 (continued) 

내구성이야말로 당사를 경쟁사들과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당사의 
스러스터 및 휠에 사용되는 전자기 커플링 장치입니다. 구동 모터가 자석 안에 
내장되고 스러스터 또는 휠이 이 자석 위에 고정되어, 시간이 지나도 마모되지 
않는 방수 밀폐부가 형성됩니다. 당사 경쟁자들의 ROV 및 기어가는 로봇의 일반적 
약점과는 달리, 오일이나 그리스를 발라야 하는 부품도 없고 교체해야 할 가스 
카트리지도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ROV는 고방사능 구역에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며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유입방지(FME)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입니다.

ROV 서비스 회사를 부르거나 다이빙 팀에 시켜서 검사하게 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당사의 ROV가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Deep Trekker ROV는 다이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거나 줄여줍니다.

목표
 ▪ Deep Trekker는 한국 회사들이 당사의 ROV로 비용을 절약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한국에서의 사업 관계를 확대하고, 한국의 새로운 리셀러 파트너의 사업 확장을 

돕고자 합니다.
 ▪ 당사는 한국 고객들이 ROV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창의적 방식을 

원하리라고 기대하며, 새로운 사용 사례 연구를 위해 이를 도울 것입니다.

DEEP TREKKER

www.deeptrek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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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Speakman Drive
Mississauga, Ontario  L5K 2R7
Canada

www.hatch.com

Brian Jin Soo Gihm
원전해체및폐기물관리부장
+1 416 937-7377
brian.gihm@hatch.com

Sujin Wren, MPhil, PMP, P.Eng
수소 기술사업부 과장  
+1 416 525-2335
sujin.wren@hatch.com

Hatch는 195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오늘날 Hatch는 광업 및 금속, 에너지, 인프라 등 3개 주요 부문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컨설팅, 운영 지원, 기술, 공정 설계, 프로젝트 및 
시공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중국, 브라질, 
페루, 러시아, 영국, 미국 등지에 주요 사무소가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 각지에 소규모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Hatch는 에너지, 인프라, 광물 및 금속 산업 분야의 산업 
고객들에게 엔지니어링, 설계조달및시공관리(EPCM),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ATCH 는 계열사들이 총 70여 개 사무소에 총 9,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분야 관리, 엔지니어링 및 개발 
컨설팅 회사입니다. 당사는 ENGINEERING NEWS-RECORD (ENR) 
지가 선정한 20대 국제설계회사(INTERNATIONAL DESIGN FIRM)
에 든 바 있습니다.

고유 강점
Hatch는 수십 년간 여러 CANDU 가압중수로(PHWR)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캐나다의 원전 클라이언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Hatch는 원전 해체 및 오염 제거 기술 및 도구를 
캐나다에 수출하는 데 관심 있는 한국 회사들에게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 시장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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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강점 (continued)

Hatch는 또한 캐나다에서 방사성 폐기물 감용 시설,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심층 처분 시설, 표층 폐기물 처분 시설 등 각종 핵 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Hatch는 한국 회사와 손잡고 한국의 원전 
해체 시장에 당사의 전문 기술을 진출시키고자 합니다.

목표
 ▪ 당사와 협력하여 Hatch의 원전 해체(특히 가압중수로 해체) 계획 및 

폐기물 관리 시설 전문 기술을 한국에서 응용하고, 캐나다 및 한국에서 
응용할 수 있는 원전 해체 기술을 제공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데 관심 
있는 한국 파트너 물색.

HATCH

www.hat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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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Kipling Avenue, Unit 2
Etobicoke, Ontario  M8Z 5G5
Canada

www.kinectrics.com

Rachna Clavero
전략적성장 담당 본부장
+1 647 334-5320
rachna.clavero@kinectrics.com

Gerald Keto
Bruce Power 본부장
+1 519 353-8820
gerald.keto@kinectrics.com

Ian Wigginton
수석컨설턴트
원전 해체 및 폐기 물관리
+44 794 112 1093

초기 설계에서 유형 시험, 운영 배치 및 유지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Kinectrics는 공익사업 자산이 수명주기가 다할 때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Kinectrics는 세계 각지에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캐나다 국내 및 
국외에서 CANDU 원자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클라이언트: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당사의 인적 자원, 공정, 기술, 핵 인허를 받은 실험실 및 대규모 시설 등의 
통합적 역량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는 개념에서 사이트 종결 상태에 
이르기까지 원전 해체 &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의 수명주기 내내 안전하고 
비용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협력합니다.

캐나다 국내 및 국제 원전 사이트를 상대로 한 원전 해체 & 폐기물 관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직접적 프로젝트 경험을 보강하여, Kinectrics
는 수십 년간의 운영 및 재정비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각 원전 시설마다 
고유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INECTRICS 는 전력 산업을 위한 수명주기 관리 서비스 분야의 
선도자입니다. 전 세계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당사의 설계, 
시험, 검사 및 인증 전문 기술은 독립 실험실 및 시험 시설, 각종 현장 
검사 장비, 그리고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1,000여 명의 엔지니어 및 
기술 전문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KHNP, KAERI
 ▪ CANDU Owners Group
 ▪ Ontario Power Generation
 ▪ Bruce Power
 ▪ Societatea Nationala 

Nuclearelectrica

 ▪ Canadian Nuclear 
Laboratories

 ▪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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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강점
 ▪ Kinectrics는 총 100여 년에 이르는 CANDU 

경험 및 원전 해체 & 폐기물 관리 경험을 
활용합니다

 ▪ 혼합 폐기물 흐름 등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자체적 전문 기술 및 실험실 
시설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 견실한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원전 해체 
계획 관련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 최고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복잡한 다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표
Kinectrics는 한국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원전 시설의 폐기물 관리 및 해체를 위한 현재 및 
미래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절단의 목표:
 ▪ 시장의 필요 파악
 ▪ 한국에서의 고객 관계 강화
 ▪ 한국 시장을 위한 연구 & 개발 지원 방안 모색
 ▪ Kinectrics가 고객들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물색

한국의 원전들이 해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Kinectrics는 다음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공익 시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한국 내 다른 공급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략 계획 및 분석
 ▪ 사이트/시설 특성 평가
 ▪ 폐기물 관리 옵션
 ▪ 원전 해체 계획 및 일정
 ▪ 전환 관리

한국의 주요 표적 고객: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KHNP)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한국전력기술(KEPCO E&C)

상기 서비스와 아울러 Kinectrics는 전력 시장의 송전 및 배전 부문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잡은 본사에서 최첨단 실험실을 활용하여 고전압 및 고전류 시험 전문 기술을 제공합니다. 세계 
각지의 클라이언트들이 케이블, 변압기, 개폐 장치, 가공송전선, 전기 안전 장비 등 각종 장비의 시험을 당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Kinectrics는 또한 공익사업체 및 대규모 산업 고객의 자산 안정성 개선을 돕는 컨설팅 및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현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제품 및 서비스 정보  (continued)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폐기물 감용
 ▪ 규제 관련 지원
 ▪ 공구 제작

www.kinectrics.com

KINEC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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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5 Bridge Street
Picton, Ontario  K0K 2T0
Canada

www.screamingpower.ca

Gary Michor
CEO
+1 416 526-5985
gmichor@screamingpower.com

Greg Doucette
CFO
+1 416 817-3025
gdoucette@screamingpower.com

Scream Utility는 공익사업체를 위한 고객 참여, e-데이터 관리 및 분석 
플랫폼으로서 자동화된 고객 문제 관리, 미터/요금고지서 데이터 제공, 
보존 활동 참여, 정전/단수 관리 등을 제공하며 종이, 운영 및 마케팅 
비용을 줄여줍니다.

Scream Enterprise는 건물(에너지 비용) 관리 회사에 성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사용자친화적 형식으로 된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하며, 
건물 분석이 정확하도록 하기 위해 유수한 연구를 활용합니다.

당사의 주요 표적 시장/고객: 

Scream Utility: 에너지 사업체(전기, 천연가스 및 수도) – 현재 당사의 
고객은 캐나다 및 카리브해 지역이며 미국, 아시아 및 중동으로 마케팅 
노력을 확장했습니다

Scream Enterprise: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사의 에너지 
발자국을 우려하는 조직

제품 및 서비스 정보
Scream Utility: 당사는 공익사업체용 전자 에너지 데이터 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SaaS(에너지 데이터 플랫폼)로서 브랜드화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체 
브랜드가 붙은 당사의 앱은 데이터 아일랜드를 제거하고, 관련 데이터를 
가진 고객들이 정보에 입각한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여 고객 참여를 혁신하는 한편, 해당 
공익사업체의 운영비를 줄여줍니다. 표적 고객은 공익사업체(전기, 
천연가스 또는 수도)이며, 이 플랫폼은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공익사업체를 지원합니다.

Scream Enterprise는 클라우드 방식의 모바일 앱 분석 플랫폼으로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소비자들이 에너지 발자국을 관리하고, 

SCREAMING POWER INC. 당사는 공익사업체 및 부동산 
소유주/관리자를 위한, 브랜드화가 가능한 모바일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관리합니다. Screaming Power는 Scream Utility 및 
Scream Enterprise의 2개 주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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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건물 발자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이 앱은 복수의 
공익사업체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노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데이터를 다른 중요한 
정보(기상 데이터, 시장 데이터 등)와 통합하여 핵심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직, 사회화 및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진, 운영부 및 제3자가 에너지 소비를 
이해, 관리 및 절감하고자 하는 귀사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물 에너지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당사의 솔루션은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MaaS)이 해당 
공익사업체 및 기업 IT 인프라와 잘 들어맞는 ‘모바일 
우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체/기업의 기존 IT 
업무 절차를 저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시행되어 보존/클린테크 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사 이후 Screaming Power는 캐나다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즉석 
데이터 구조/표준 변경(에너지 산업에서 일반적인)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모든 규모의 
공익사업체(국내외의 모든 시장에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대부분 경쟁사들의 고객 참여 도구는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며, 모바일 기기로 볼 수 있지만 주로 웹 기반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최종사용자 접근(통지 등)이 제한되어 
업그레이드 및 진화가 어려우며 최신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continued)

높여줍니다. 복수의 건물, 복수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을 보존 및 추적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앱은 공공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감시, 
추적, 모니터링 및 보고를 담당하는 시, 지자체 및 
기타 정부 부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앱들은 또한 
고위 경영진, 부동산 관리자, 또는 여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시하는 데 관심 있는 기타 조직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고유 강점

당사의 플랫폼은 그린 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 
IoT, 저장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적응하는 AI/머신 
러닝을 에너지 관리에 사용합니다. 당사는 에너지 
사용자(주거용 및 상용)가 건물 에너지 절약 
을 위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략/도구를 제공합니다. Scream Enterprise
는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조직이 당사의 첨단 
연구를 활용하여(AI/머신 러닝을 사용하며 특허 
출원 중인 당사의 전유적 기상 정상화 및 인지형 
에너지 절약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사의 에너지 
발자국을 관리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계획을 
지원할 만큼 정확한 건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목표
 ▪ 파트너십 및 직접 판매를 통한 협업 관계 구축(시장 환경에 따라)

SCREAMING POWER

www.screamingpowe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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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Speakman Drive
Mississauga Ontario  L5K 1B2
Canada

www.snclavalin.com

David Heavey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1 416 931-6370
david.heavey@snclavalin.com

Carl Marcotte
Senior Vice-President, Market-
ing and Business Development
+1 416 574-6088
carl.marcotte@snclavalin.com

Igor Blagojevic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1 416 570-7397
igor.blagojevic@snclavalin.com

SNC-Lavalin has unparalleled expertise in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 for light water and CANDU® reactors, 
customized solutions for the full lifecycle of CANDU® and LWR 
plants and offers an integrated suite of services to plant operators 
and designers. SNC-Lavalin executes life extension projects and 
designs and delivers state-of-the art CANDU® reactors, capable of 
operating on many types of fuel including natural uranium, mixed 
oxide, recycled uranium and thorium.Kinectrics has clients worldwide 
and provides services to CANDU reactors within Canada and abroad.

제품 및 서비스 정보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We offer a full range 
of services for decommissioning and remediation, site management,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transportation of nuclear material 
and environmental clean-up of legacy sites. With decades of 
experience developing and carrying out plans for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federal nuclear assets in the US, the UK 
and Canada, we thrive on the most complex cleanup challenges. 
Through Comprehensive Decommissioning International, our US-
based Joint Venture company, we use our expertise and innovative 
tools such as digital twin modeling to ensure safe, rapid and economic 
decommissioning of shuttered commercial nuclear reactor sites.

Reactor Vendor Solutions: Our experience as the steward of CANDU® 
technology, along with BWR/PWR reactor experience, qualifies us as a 
trusted partner to any reactor vendor. From SMRs to Advanced nuclear 
reactors, we are able to tailor solutions to any of our client’s needs. 
Having designed and licensed multiple reactors, all our solutions integrate 
industry best practices, new technologies and the latest safety standards.

Major Projects Delivery: We have a proven delivery framework and a 
team of experienced individuals to successfully execute major projects 

SNC-LAVALIN provides leading nuclear technology products 
and full-service solutions globally.  The company is the OEM 
for CANDU® nuclear power reactors. Following the acquisition 
of Atkins, a UK-based engineering consultancy and project 
management firm, SNC-Lavalin maintains a 3,000+ strong nuclear 
team consisting of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project managemen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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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LAVALIN

under various delivery models and  have a track 
record of delivering new build projects on time and on 
budget. We successfully deliver large-scale projects 
across the nuclear lifecycle such as life extensions, 
nuclear site management and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facilities.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rvices: We understand 
what services are required and when they are needed 
to ensure each nuclear system in the plant fulfils its 
expected life and delivers effective long-term, low-
carbon energy. Our solutions are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client and include best-in-class engineering, 
design, consulting, onsite services, and project 
management.

Site/Asset Management: Through the management 
of cleanup heritage sites in the US and Canada along 

with the operation and revitalization of government 
and research laboratories, we have the talent and 
knowhow in operations and transformation of complex 
nuclear sites.

Products and Technologies: Investing in the latest 
products and technology enables us to deliver 
innovative solu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nuclear 
assets around the world. We have a world class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featuring over 200 
patents in the nuclear sector.

Our products include tooling and inspection and digital 
services to execute class waste management, life 
extensions. We also supply water treatment processes 
and equipment, solid waste handling processes and 
equipment, chemical decontamination strategies as 
well as interim and final storage container options to 
achieve cost effective waste management.

제품 및 서비스 정보  (continued)

고유 강점
SNC-Lavalin is a global leader in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project mgmt. helping 
governments and main stakeholders achieve their green 
energy targets through creating, developing and applying 
green technologi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We have 
the experience, people, technology and vision to cover 
every facet of the nuclear lifecycle from engineering 
design to operation and life extension as well as waste 
mgmt., decommissioning and clean-up of radiologically 
contaminated sites.

As the OEM and stewards of CANDU® technology, 
we have extensive experience working in South Korea 
having completed the Wolsong Nuclear Power Plant on 
budget and schedule then offering ongo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services. We have the required 
experience and knowledge to successfully execute 
projects of various sizes and complexity in the Korean 
market in partnership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Furthermore, our team members have a proven track 
record in creating and utilizing novel technologies to 
digitalize complex nuclear projects with the aim of 
derisking project execution and reducing execution 
costs. Through the use of digital twins, machine 
learning and advanced robotics systems, we help our 
clients successfully and safely execute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across the nuclear life 
cycle from design, operations and maintenance to 
wast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목표
 ▪ Showcase made in Ontario expertise and capabilities in nuclear and green technologies.
 ▪ Build stronger relationships with our counterparts in South Korea.
 ▪ Market our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in South Korea. www.snclava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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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Heritage Road
Brampton, Ontario  L6Y 5X5
Canada

www.survalent.com

Max Woo
아시아태평양 담당 지역영업부장
+60 18 355 0109

40개국의 630여 고객이 운영 효율, 고객만족도 및 네트워크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SurvalentONE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당사의 종합 변전소 자동화 솔루션인 Survalent StationCentral은 
첨단 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네트워크 성능 및 보호를 제고합니다.

SURVALENT 는 전 세계의 전기, 가스, 수송 및 상수/
하수 공익사업체를 위한 신뢰도 높은 첨단배급관리시스템
(ADMS) 제공자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 정보
SurvalentONE ADMS, StationCentral 변전소 자동화, 
SCADA, OMS(정전/단수 관리 시스템), DMS(배급 관리 
시스템), ADMS(첨단배급관리시스템) 및 ADMS 원격 실행.

고유 강점
Survalent의 고객은 세계 각지의 대/중/소 규모 전기, 가스, 상수/
하수 및 수송 공익사업체들입니다. 이 다양성은 당사에 폭넓은 
시각과 견실한 경험 기반을 부여해줍니다. 40개국의 650여 개 
공익사업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모니터링, 분석, 복구 및 
최적화하기 위해 SurvalentONE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합된 솔루션으로 중요한 공익사업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당사 고객들은 운영 효율, 고객만족도 및 네트워크 안정성을 
현저하게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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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강점 (continued) 

많은 고객이 초기의 Survalent SCADA 투자를 확대하여 
당사의 정전/단수 및 배급 관리 솔루션도 도입했으며, 그 
성공적 시행 사례가 800여 건에 이릅니다. 당사가 이 정보를 
처음 추적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당사의 고객유지율은 
97.7%에 이릅니다.

목표
 ▪ 공익사업 부문, 발전 SCADA,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니터링 솔루션 등 분야의 사업 기회 모색 및 한국의 
시스템 통합 업체/파트너 물색

www.survalent.com

SURVAL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