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화학 산업:

파이프라인에서 최종 결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의 혁신
화학 및 생화학 제조 분야의 글로벌 투자는 다시 북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온타리오주의 이점, 역량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을 활용하여 자본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대 최대 회학 기업 중 7개가 캐나다 최대 화학
산업 지구가 위치한 온타리오주에서 제조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수익 창출 기회
연방-주정부 복합 법인 소득세율은 미국 평균보다 11% 더
낮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인건비는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온타리오주의 뛰어난 R&D 세금 공제는 미국 및 기타 많은 국가보다
더 폭넓은 비용 범위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인프라 및 공급망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최대 화학 제조 지구가 있는 곳이며,
급성장하는 산업용 생명 공학 부문의 중심지입니다. 공업 약품에서
합성 수지에 이르기까지, 비료와 배합 제품에서 석유 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증기 처리와 폐수 처리 및 “자체 발전(behindthe-fence)” 전기를 포함한 서비스가 구축된 재개발 용지뿐만
서비스가 완비된 공업 용지 및 개발 가능 용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엔지니어링, 기계 가공, 환경 서비스, 맞춤형 금속
가공, 산업용 배관 및 보일러 제조 회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전문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가스 및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마셀러스와 유티카 분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주요 북미 지역에서 온타리오주로 천연 가스, 액화 천연 가스
및 원유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농업 및 목재
바이오매스 공급원료가 풍부하므로 필요한 원자재를 믿을 수
있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접근성
북미 산업 중심부에서도 핵심에 위치한 온타리오주는 하루 내에
운전하여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1억 4,100만 명의 소비자가 분포해
있으며, 북미 자유 무역 협정 하에 미화 19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광범위한 육로, 철도, 항공 및 해상
운송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숙련되고 업계에
최적화된 근로자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컬리지와 대학은 280개가 넘는 화학/생화학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고도로 훈련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R&D 허브
온타리오주에는 산업용 생명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및 교육
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민영-공영 파트너쉽 및 상업화 센터가 한데
어우러져 구성된 세계적인 허브로서 온타리오주는 전문적인 조언과
파일럿 공장 및 신기술 시연 설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바이오제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를 선택한 글로벌 투자자 사례
NOVA Chemicals는 선두적인 플라스틱 및 화학품 생산업체입니다. 최근, NOVA
Chemicals는 최대 100%의 액화 천연 가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주 코러나에
위치한 에틸렌 분해 설비를 개조하는 데 약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마셀러스의
셰일 광상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사용하는 최초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또한 생산을
늘리고 온타리오주 설비에 마셀러스 및 유티카의 셰일 가스 기반 공급원료 공급망으로부터
추가로 공급을 받기 위해 3억 달러를 더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선두의 호박산 제조업체이자 NYSE 상장 기업인 BioAmber는 100여 곳의
다른 지역을 제치고 온타리오주 사니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호박산 제조 공장을 건설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초기 처리 용량이 30,000톤에 달하고 2015년
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ioAmber는 온타리오주에서 주요 시장 접근성, 숙련된 인력, 경쟁력 있는 에너지 비용,
믿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공급망, 이용이 용이한 원자재 및 친환경 신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요점
온타리오주는 투자자와 화학 제품 업체에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여러분의 다음 투자처로 결정
온타리오주의 화학 및 바이오 산업 부문에서의 투자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www.InvestInOntario.com
Info@InvestInOntario.com
+1 416 313-3469
1 800 819-8701 (북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재생 용지에 인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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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우하기:

@InvestOntario

모든 수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