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은
온타리오주의 핵심
온타리오주를

여러분의 다음

투자처로 결정
캐나다 온타리오주 –
세계 최고의 광산 공급 및 서비스 부문의 일부
광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온타리오주보다 더 좋은 관
할 지역은 없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세계적인 광물 생산업체의
본거지이며, 새로운 광산 개발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35건이 넘는 선진적인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그중 7건에는 광산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광산 공급 및 서비스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가 무궁무진합니다.
광산업은 바로 온타리오주의 핵심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산 공
급 및 서비스 부문의 연간 생산량은 1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
이며,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두하는 기업이 되려는 경우 귀
사가 반드시 자리해야 할 지역입니다.
• 탐사 연구

탄탄한 현지 광산업에 더불어 온타리오주는 미국과 주요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반구의 광산
운영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산 공급 및 서비스 업체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 본거지로 삼을만한 곳으로는 온타리
오만한 곳이 없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광산 조달 기회:
• Goldcorp는 레드호(Red Lake), 티민스(Timmins) 및 머

슬화이트(Musselwhite) 지역 운영에서 중대한 확장 프로
젝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이 거의 두
배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매장된 니켈-구리 및 PGE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 광산 계획

Glencore Xstrata, Vale 및 KGHM International은
인상적인 가격으로 광산 용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며, Vale은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기 중 배기가스 절감 제련소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 자동화
• 통신
• 환경 분야

• 다수의 광산 업체가 온타리오주 북부에 위치한 환태평양 화

• 심부 채광

산대로 알려진 지역에서 최근에 발굴된 세계 최상급의 크롬,
니켈, 구리 및 PGE 매장물과 관련하여 광산 개발 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 계획에서 제안되는 프로젝트
로는 지하/노천광 운영, 지하 선광장, 지하 광미 보관소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전 세계에서 현대적인 광산 운영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기타 분야

환태평양 화산대는 잠재 가치가 600억 달러 상당에 이르는 광물
이 매장되어 있으며 다세대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기회입
니다. 광산 업체들은 환태평양 화산대 개발과 온타리오주에서 이
미 진행 중인 금, 니켈 및 다이아몬드 채광 작업을 확장하고 개선
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
오주 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지금이 바로 온타리오
주 광산 공급 및 서비스 부문에 투자할 때입니다.

www.InvestInOntario.com/Mining
info@InvestInOntario.com
+1 416 313-3469
1 800 819-8701 (북미)

• 온타리오주에서 탐사에 지출한 비용은 최근에 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온타리오주를 광물 탐사와 관련해서 전 세
계에서 상위 5위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기:

@Invest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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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재생 용지에 인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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