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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een Power Labs Inc.
1.

주소

2.

웹사이트

1 Research Drive, Dartmouth, Nova Scotia B2Y4M9 Canada
www.greenpowerlabs.com
Green Power Labs 는 청정 에너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입니다. 2003 년에 설립되었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식
기반, 전문성 및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품질로 명성을 높여 왔습니다.
Green Power Labs 는 태양 에너지 생산업체, 전력회사 및 상업용 건물
운영자에게 예측 가능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측적
분석 및 제어 솔루션은 고객이 에너지 소비, 생성 및 저장을 관리하고

3.

기업 설명

에너지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고객은 예측 분석을
통해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Green Power Labs 의 주력 제품은
상업용 건물 및 주거용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예측 제어 솔루션입니다.
또한 한국 및 관련 동아시아 시장에 맞게 예측 제어 솔루션을 수정 및/또는
업그레이드하고 북미 지역에서 이러한 솔루션의 운영 및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배전 자동화 관련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전력회사와의 면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

5.

6.

주요 사업 품목

경쟁우위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태양열 및 저장 시설을 갖춘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



주거용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



고해상도 기상 및 에너지 예측



감시 예측 제어 기능



능동형 AI 플랫폼



첨단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

Toronto Hydro, Ontario Ministry of Energy, Nova Scotia Dept. of Energy
태양열 생산업체에 서비스 제공: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태양열 프로젝트에
참여 (예: BP Solar, Verve Energy, Pacific Hydro, Recurrent Energy)

7.

글로벌 시장 경험

전력회사에 서비스 제공: SDG&E, SCE, SMUD(캘리포니아), Emera(플로리다,
캐리비안), EDF/ERDF(프랑스)

8.

미팅 목적



배전 자동화 관련 기업 및 전력회사 등의 R&D 파트너 미팅



한국의 주요 전력회사와의 미팅을 통해 예측 분석 및 제어 기술에
대해 논의



한국의 배전 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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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해 주택용 마이크로그리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감시 예측 제어
알고리즘 및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기대합니다. 고해상도 기상 및 에너지 알고리즘과 기술을 배전 관리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시스템에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예측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으로 태양열 및 저장 시설을 갖춘 상업용 건물의
예측 제어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Green Power Labs Inc.
1. Address

1 Research Drive, Dartmouth, Nova Scotia B2Y4M9 Canada

2. Website

www.greenpowerlabs.com

Green Power Labs is software-as-a-service company specializing in
clean energy management. Established in 2003, the company has built
a reputation for exceptional quality of clean energy knowledge base,
expertise and service.

3. Company Description

Green Power Labs offers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solutions to
solar-power producers, utilities and commercial buildings operators.
These predictive analytics and control solutions help its customers
manage energy consumption, generation and storage and optimize
their energy efficiency. They enable predictive analytics to use
weather-to-energy data in real time. They also reduce operational
costs and increase revenues. Green Power Labs’ flagship products are
predictive control solutions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residential
microgrids.
We are interested in meeting with Korean distribution automation
companies, energy service companies and utilities in order to modify
and/or upgrade our predictive control solutions to suit the South
Korean and related East Asian markets and improve operations and
performance of these solutions in North America.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6. Major Clients/ Partners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commercial
buildings equipped with solar and storage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residential
microgrids
 High resolution operational weather and energy forecasting
 Supervisory Predictive Control functionality
 Pro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Advanced data and system security
Toronto Hydro, Ontario Ministry of Energy, Nova Scotia Department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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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Services to Solar Power Producers: Participation in major solar
projects in Australia (BP Solar, Verve Energy, Pacific Hydro, Recurrent
Energy)
Services to Utilities: SDG&E, SCE, SMUD (California), Emera (Florida,
Caribbean), EDF/ERDF (France)


Meet R&D partners such as distribution automation
companies and utilities



Meet leading South Korean utility companies to discuss
predictive analytics and predictive controls



Ge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outh Korean electricity
distribution market

We expect to improve our supervisory predictive controls algorithms
and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systems architecture for
residential microgrid applications
We expect to embed our high-resolution weather and energy
algorithms and technologies in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s
We expect to upgrade predictive control of commercial buildings
equipped with solar and storage with predictive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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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idGear Solutions Ltd
1.

주소

2.

웹사이트

14-1610 Derwent Way, Delta, BC, Canada
GridGear.ca
GridGear Solutions Ltd.는 전기 스마트 미터를 전문으로 하며 전력망용
에너지 관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3.

기업 설명
GridGear Solutions Ltd.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 전력회사, 에너지 관리
회사에게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전력 소비 데이터를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5.

6.

주요 사업 품목

경쟁우위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요금 등급용 전기 서브미터



전류 변압기



전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정확한 소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하드웨어



광범위한 용도 및 작업 현장 조건에 적합한 하드웨어의 유연성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써드파티 시스템과 통합 가능



Standard Energy Systems



Next Century Meters



Magtech Instruments

현재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미국 시장에 주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중동,
7.

글로벌 시장 경험

8.

미팅 목적

9.

아프리카, 유럽 시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 조사



새로운 잠재적 공급업체 탐색



당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직 시장 파악

한국 기업과 R&D

GridGear Solutions Ltd. 장치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으며,

협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

국내외 잠재 파트너들의 역량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잠재

분야 설명

파트너로는 새로운 센서 개발, 기계 설계/엔클로저, 외주 조립/제조 및 기존
부품의 대체 공급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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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idGear Solutions Ltd
1. Address

14-1610 Derwent Way, Delta, BC, Canada

2. Website

GridGear.ca
GridGear Solutions Ltd. is a Canadian based company that
designs and manufactures energy management hardware and
software for the power grid, specializing in electrical smart
meters.

3. Company Description
Our ultimate goal is to provide consumers, utilities and energy
management companies with quick, easy, real-time access to
their power consumption data with zero up-front capital
expenditure.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6. Major Clients/ Partners

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Revenue grade electricity submeters
Current transformers
Electrical engineering services





Very affordable hardware for acquiring revenue accuracy
consumption data
Flexibility of hardware for wide range of applications and job
site conditions
Integrations with popular 3rd party systems





Standard Energy Systems
Next Century Meters
Magtech Instruments



Most of our business and focus is in the US market and we have done
market research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Learn about the Korean market
Find new potential suppliers
Identify new vertical markets for our technology

We are starting a round of development on a new version of our
device and would like to scope the capabilities of potential partner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applies to new sensor
development, mechanical design/enclosures, outsourced
assembly/manufacturing and alternate suppliers for our exist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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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drogenics Corp.
1.

주소:

2.

웹사이트:

220 Admiral Blvd, Mississauga ON Canada
www.hydrogenics.com
Hydrogenics 는 산업용 및 상업용 수소 발생, 수소 연료 전지 및 MW 급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을 설계, 제조, 구축 및 설치하는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Hydrogenics 의 리더십은 기술에서 비롯되지만, 성공은 한 가지
필수 요소, 즉 인간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더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향한 전 세계적인 "판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Hydrogenics 의
직원, 엔지니어, 전문가들입니다.
Hydrogenics 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응용 분야에 대해 세계 최고

3.

기업 설명

수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산업 공정 및 충전소용 PEM 및 알칼리 수소 발생기



도심 대중 버스, 상업용 차량, 소형 트럭 및 전기 리프트 트럭과 같은
전기 차량의 수소 연료 전지



독립형 전기 발전소, 한계 전력 및 UPS 시스템(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을 위한 연료 전지 설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인 P2G(Power to Gas)로 에너지 저장 및
운송

Hydrogenics 는 캐나다 Mississauga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미국에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4.

주요 사업 품목



연료 전지 생산



전해장치 생산

연료 전지:

5.

경쟁우위

6.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7.

글로벌 시장 경험

8.

미팅 목적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설명



가장 다양한 제품군 보유



가장 긴 수명 제공



가장 엄격한 기준 준수

전해장치:


1948 년부터 구축



알칼리 및 PEM 기술 지원



대다수 기업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의 기준이 됨

E.on, Shell, EGAT, Air Liquide, Linde, GM, Yutong, Foton 등
100 여 개국에 배포


사용 가능한 솔루션 검토



수소 스토리지 및 응용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 확인



협업 검토

R&D 잠재력:


연료 전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료 전지의 폐열 이용



현지에서의 전기 분해 생산 검토



혼합 가스를 위한 수소 용액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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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ydrogenics Corp.
1. Address

220 Admiral Blvd Mississauga ON Canada

2. Website

www.hydrogenics.com

3. Company Description

Hydrogenics is the worldwide leader in designing,
manufacturing, building and install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Hydrogen generation, Hydrogen fuel cells and MW-scale energy
storage solutions. While our leadership comes from our
technology, our success is the result of one essential ingredient
– the human one. It’s our people, our engineers, our experts
who are accelerating a global “power shift” to a cleaner energy
future.
We offer world leading expertise for a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PEM and alkaline Hydrogen generators for Industrial
processes and Fueling stations
Hydrogen fuel cells for electric vehicles, such as urban transit
buses, commercial fleets, utility vehicles and electric lift trucks
Fuel cell installations for freestanding electrical power plants,
critical power and UPS system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Power-to-Gas” the world’s most innovative way to store and
transport energy

Hydrogenics’ location is in Mississauga, Canada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located in Germany, Belgium and United
States.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6. Major Clients/ Partners
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Fuel cell production
Electrolyser production

Fuel Cells:
 Greatest range of products
 Longest lifetime
 Strongest references
Electrolyser:
 Deploying since 1948
 Support Alkaline and PEM technology
 Most reference in energy storage of any company
E.on, Shell, EGAT, Air Liquide, Linde, GM, Yutong, Foton, etc…
Deploying to over 100 countries




Review of solutions available
Confirm interest in hydrogen storage and applications
Review of cooperation

Potential for R & D:
 Usage of waste heat in fuel cells for maximizing Fuel cells
 Review of Electrolysis production locally
 Combined hydrogen solutions for blending gas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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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vonix Battery Testing Services Inc.
1.

주소:

177 Bluewater Rd, Bedford, NS, B4B 1H1

2.

웹사이트:

www.novonix.ca
Novonix 는 Jeff Dahn 박사의 연구실과 협업을 통해 HPC(고정밀 충전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턴키 방식의 HPC 시스템을
상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Novonix 의 배터리 사이클러는 리튬 이온 전지의

3.

기업 설명

쿨롱 효율(Coulombic efficiency)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지 수명/고장 예측에 유용합니다. 또한 배터리 사이클 및 수명 진단을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Novonix 는 파우치 및
원통형 파일럿 라인이 내장된,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위해 흑연, 실리콘, 전해질 등과 같은 내장재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도급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주요 사업 품목



고정밀 배터리 사이클러 시스템



배터리 수명 정밀 진단



배터리 내장재 개발



리튬 이온 배터리 테스트 서비스 계약



정확성과 정밀도가 높은 배터리 사이클러 시스템으로 단기간의
실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명 측정 가능

5.



경쟁우위

열 챔버, 전지 커넥터,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포함된 턴키 시스템
제공



댈하우지 대학교(Dalhousie University)의 Jeff Dahn 박사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전문 기술 및 지식

6.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CATL – 고객이자 투자자/ SK 이노베이션(SK Innovation) – 고객
Panasonic – 고객/ Bosch – 고객/ Honda - 고객
Novonix 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고정밀 충전기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13 여
개국의 고객들에게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세계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와 OEM 업체에 테스트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

글로벌 시장 경험

Novonix 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술 배포 이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2016 년에 중국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Limited)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Novonix 는 6 개국에서
유통업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직접 판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8.



배터리 테스트 기술을 위해 해당 팀의 기술적 요건에 대해 논의



배터리 내장재(특히 양극)와 관련하여 해당 팀의 기술적 요건에 대해

미팅 목적

논의


개발과 관련하여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적합한 경우 이러한 기술을 파트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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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nix 는 배터리 진단 기술과 첨단 배터리 내장재의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R&D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비파괴 전해질 분석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Novonix 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수명이 길고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저비용의 흑연 내장재 및 보완적인 전해질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설명

있습니다. Novonix 는 이러한 내장재를 내부적으로 시연하고 있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러한 내장재 사용 성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타사의 검증 및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내 최고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개발(장비 및 내장재)에 대한 배터리 업체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Novonix Battery Testing Services Inc.
177 Bluewater Rd, Bedford, NS, B4B 1H1
1. Address
2. Website

3. Company Description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www.novonix.ca
Novonix has taken its expertise in developing high precision charger
(HPC) systems in Dr. Jeff Dahn’s lab to commercializing a turnkey HPC
system. Novonix’s battery cyclers are designed for high precision
measurements of the coulombic efficiency of li-ion cells which has
been shown to be useful in predicting cell lifetime/failure. Novonix
other lithium-ion battery testing systems for cycling and advanced
diagnostics of battery aging. Novonix also offers contract
development services along with internal materials development
projects on graphite, silicon and electrolytes for long life, high energy
density lithium-ion batteries with a pouch and cylindrical pilot line inhouse.






High precision battery cycler system
Advanced diagnostics of battery ageing
Battery materials development
Contract lithium-ion battery testing services
High accuracy and precision battery cycler systems enable
reliable lifetime measurements from short-term experiments
 Turnkey systems offered that include thermal chambers, cell
connectors, software suite
 Expertise developed from Dr. Jeff Dahn’s lab at Dalhousie
Unviersity

CATL – customer and investor /SK Innovation – customer
6. Major Clients/ Partners

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Panasonic – customer/ Bosch – customer/ Honda - customer
Novonix introduced high precision charger systems to the
international battery market and successfully deployed that
technology to customers in over 13 countries providing testing and
services to the largest lithium-ion battery manufacturers and O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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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world. Novonix secured an investment from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Limited (CATL) (China’s biggest
lithium-ion battery manufacturer) in 2016 to advance development in
new Novonix technology that it has since deployed globally as well.
Novonix works with distributors in 6 countries and works with direct
sales to customers in other countries.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Discuss technical needs of their team for battery testing
technologies
 Discuss technical needs of their team for battery materials
(specifically anode)
 Understand possible avenues to work together on development
 Understand possible avenues to supply the partner with these
technologies if suitable
Novonix is looking for R&D collaboration in the lithium-ion battery in
two primary areas: battery diagnostic technologies and advanced
battery materials. Novonix is looking to work with major battery
manufacturers to advance their new, innovative technology for nondestructive electrolyte analysis. Novonix is working on long life, low
cost graphite materials and complementary electrolyte packages for
optimized performance. Novonix is demonstrating these materials
internally and is looking for validation and feedback from others in the
industry to continue to advance the performance of these materials
for use in lithium-ion batteries. We are looking for experience and
knowledge from battery manufacturers to provide feedback in
development of our technologies (equipment and materials) in order
to ensure the most effective use for those in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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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inforest Automation, Inc.
1.

주소:

4225 Kincaid St, Burnaby, BC V5G 4P5

2.

웹사이트:

rainforestautomation.com
Rainforest Automation 은 스마트 홈과 스마트 그리드를 연결합니다. Rainforest
Automation 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은 주택 소유자에게 매력적이고 에너지
집중적인 스마트 홈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택을 전력회사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행동 및 자동화된 수요 관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3.

기업 설명

Rainforest 의 개방형 시스템은 타사 플랫폼의 클라우드 모니터링 및 제어와
함께 다중 프로토콜의 온 프레미스 엣지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회사 및 태양 에너지 공급업체는 구축된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
프로그램을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수요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스토리지에서부터 스마트 미터, 온도 조절기 및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Rainforest 는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4.

주요 사업 품목



스마트 미터의 에너지 모니터링, IoT 장치, 인버터 및 에너지 스토리지



전력회사 연결 에너지 관리: 가정과 기업의 자동화된 에너지 관리(수요
대응, 분산 에너지 자원 관리)

북미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전력회사 및 태양 에너지 공급업체와



구축한 시장 경험 및 해당 분야의 지식
IoT 장치, 스마트 미터, 인버터 및 에너지 스토리지의 제어 및 모니터링


5.

경쟁우위

기능을 추출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엣지 및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통합이 가능한 개방형 API



엔드-투-엔드 솔루션: 지능형 엣지 장치(로컬 연결 및 제어),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용자 및 관리 포털과 앱

6.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BC Hydro, London Hydro, Pacific Gas & Electric, BMW, PPL Electric, San
Diego Gas & Electric, Sunrun
캐나다 이외 지역의 경우, 미국 전역의 전력회사 및 태양 에너지 기업에 직접
또는 파트너를 통해 기술을 배포했습니다. 기술의 상용화는 시장의 특정

7.

글로벌 시장 경험

요구에 맞게 현지화를 하는 것과 파트너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합작품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을 통해 호주에 기술을
배포했으며 보완 솔루션을 제공한 파트너는 물론 전력회사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8.

미팅 목적



Rainforest 제품의 한국 시장 적합성 여부 파악(예: KEPCO)



미국/캐나다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인버터 및 에너지
스토리지 업체를 찾고 기술 적응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방법 모색



R&D 및 특정 시장 협력에 대해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기업과 논의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첨단 V2G(Vehicle-to-Grid)
프로그램 배포에 관심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EV 충전
제조업체와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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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orest 는 주택 소유주와 에너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설명

NILM(non-intrusive load monitoring)(분할) 및 지능형 에너지 관리 알고리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와 같이 전 세계에 배치한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측적 제어 알고리즘과 분석을 확장하여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관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5) Rainforest Automation, Inc.
1. Address
2. Website

3. Company Description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6. Major Clients/ Partners

4225 Kincaid St, Burnaby, BC V5G 4P5
rainforestautomation.com
Rainforest Automation connects the smart home with the smart grid.
Our energy management platform provides homeowners an engaging,
energy-focused smart home experience, while transforming the home
into a distributed energy resource for utilities that facilitates
behavioural and automated demand management. Rainforest’s open
system provides multi-protocol, on-premise, edge intelligence, along
with cloud monitoring and control of third-party platforms. This lets
utilities and solar energy providers unify all of their user programs into
a single user interface and demand management system regardless of
what technology is deployed. From home storage to smart meters,
thermostats and switches, Rainforest connects everything together.
 Energy Monitoring of Smart Meters, IoT devices, Inverters, and
Energy Storage
 Utility Connected Energy Management: Automated Energy
Control for Homes and Businesses (Demand Response,
Distributed Energy Resource Management)

 Market experience and domain knowledge with Electric Utilities
and Solar Energy providers in North America and Australia
 Ability to abstract and integrate control and monitoring of IoT
devices, smart meters, inverters, and energy storage into a
single platform.
 Open APIs for real-time integration at the edge and the cloud
 End-to-End solution: intelligent edge device (local connectivity
and control), big data cloud for monitoring and control, user and
management portals and apps.
BC Hydro, London Hydro, Pacific Gas & Electric, BMW, PPL Electric,
San Diego Gas & Electric, Sun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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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Outside of Canada, Rainforest has deployed our technolog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both directly to utilities and solar
energy companies, or through partners. 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involved localizing for specific needs of the market and
also involved working with partners in forming joint offerings. We
have also deployed our technology in Australia where we brought on a
local representative and worked directly with utilities as well as
partners that offered complementary solutions.
 Understand Korean market applicability of our products
(i.e. with KEPCO)
 Find Korean inverter and energy storage companies that are
looking to expand in the US/Canadian markets and see how we
can help adapt and enhance their technology
 Take initial discussions with companies into a more formal
engagement on R&D and specific market collaboration
 Connect with automotive manufacturers or EV charging
manufacturers that are interested in deploying advanced
vehicle-to-grid programs as part of utility programs
We are looking to gain knowledge in the areas of non-intrusive load
monitoring (disaggregation) and intelligent energy management
algorithms that maximize benefits to both homeowners and energy
companies. In addition, we are looking to integrate systems that
these companies have deployed in parts of the world, such as energy
storage, and leverage our technology to adapt their systems to work
in other markets. In addition, we are looking to collaborate with
companies to expand our predictive control algorithms and analytics
to drive enhanced user-oriented ener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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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ngent Design Engineering Ltd.
1.

주소:

#109 2719 7th Ave NE, Calgary, AB.

2.

웹사이트:

http://www.tangentservices.com

Tangent Design Engineering 은 의료, 산업, 통신, 소비재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도급 제품 개발 기업입니다. 또한 인도 및 북미
3.

기업 설명

시장에서 스마트 전기 계측을 위한 새로운 무선 광역 저전력 통신 캐노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셀룰러 및 저전력 메쉬 네트워킹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하므로 시스템 간 통신과 엣지 처리를 위해 유지보수가 불필요한
분산형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사업 품목

5.

경쟁우위

6.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도급 제품 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제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전기 계측 네트워크 캐노피



산업용 IoT

기존 제품과의 통합을 위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완벽한 엔지니어링 팀 보유

Allied Engineering Works (인도)

뉴델리에 있는 원격 팀과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인도와 미국의 기업들과
7.

글로벌 시장 경험

비즈니스 관계 및 계약을 맺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도급 제조업체를 포함한
중국의 공급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미팅 목적

신제품을 설계하거나 Tangent 의 메쉬 네트워킹 기술을 제품에
통합하려는 기업과의 관계 구축



도급 제조 또는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한 한국의 공급업체 모색



머신 러닝/AI, 무선/IOT 또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부문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 계약 수립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

설명

엣지 머신 러닝 및 AI
디지털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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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angent Design Engineering Ltd.
1. Address

#109 2719 7th Ave NE, Calgary, AB.

2. Website

http://www.tangentservices.com
Tangent Design Engineering is a contract product development
company that designs and manufactures high technology products for
the medical, industrial, telecommunications, and consumer industries.
Tangent is also developing a novel wireless wide area low power
communication canopy for smart electrical metering in the Indian and
North American markets. The technology uses a hybrid of cellular and
low power mesh networking to establish decentralized, maintenance
free, communication networks for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s and edge processing.

3. Company Description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5. Competitive Advantages

 Full engineering team capable of developing custom hardware
and software based on our technology for integration into
existing product.

Contract product development
Prototype development
Product manufacturing
Software development
Smart electricity metering network canopy
Industrial IOT

6. Major Clients/ Partners

Allied Engineering Works (India)

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We have experience co-developing technology with remote teams in
New Delhi as well as establishing business relationships and
agreements with firm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We often work
with suppliers in China including contract manufacturers as required.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Initiate relationships with companies looking to either design
new product or incorporate Tangent’s mesh networking
technology into their product.
 Identify suppliers in South Korea for contract manufacturing or
prototype manufacturing.
 Establish a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in either machine learning/AI, wireless/IOT, or digital simulation.






Wireless networking technology development
Wireless networking software stack development
Edge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simulations (Digital twi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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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IZIMAX Inc.
1.

주소

2284 de la Province, Longueuil, Qc, Canada J4G1G1

2.

웹사이트

www.vizimax.com
VIZIMAX 는 에너지 시장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조하는 캐나다 업체로서 HV
및 MV 전력 시스템을 측정, 전환 및 제어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이 비용을 제어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업 설명

VIZIMAX 솔루션은 그리드 연결,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전력 품질, 신기술 지원
및 자산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VIZIMAX 는 현지 시장을 지원 및 공급하기 위해 20 여 개국에
파트너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현재
VIZIMAX 의 제품과 기술로 새로운 적용 분야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4.

5.

6.

주요 사업 품목

경쟁우위

주요 클라이언트/파트너



SynchroTeq 돌입전류 제한기/컨트롤 스위치



61850 표준 병합 유닛 및 IEEE C37.118 인증 동기위상기



발전소 제어 시스템



재생 에너지 그리드 통합 솔루션



제조업체/공급업체에 구애받지 않음(모든 브랜드와 호환)



기존 표준에서 새로운 표준으로의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견고한 제품으로 전 세계가 인정



컨트롤 스위치 솔루션 분야의 우수한 전문성



첨단 및 고품질 제품 중심의 개발

효성중공업(Hyosung Heavy Industries), Hydro-Quebec, Manitoba-Hydro,
Power Grid of India(PGCIL), State Grid of China, Shandong Taikai, RTE, EDF
VIZIMAX 는 이미 40 개국 이상에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5 개국에서 영업

7.

글로벌 시장 경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 개 유통업체/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50% 이상이 캐나다 국외에서 발생합니다

8.



한국 시장 개척



KEPCO, KEPRI, KERI, IPP(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체) 및 장비

미팅 목적

제조업체와 미팅을 통해 한국 시장을 비롯, 해외 시장에 대해 함께
논의


업계의 주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현재 VIZIMAX 의 제품과
기술로 새로운 적용 분야 개발

9.

한국 기업과 R&D 협업을

고급 SynchroTeq 컨트롤 스위치 장치(돌입전류 제한기) 및 IEEE C37.118 인증

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PMU(동기위상기): 당사의 기술(SIPS - 시스템 무결성 보호 체계), 발전소 제어

설명

시스템, 배터리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특정 용도에 맞는 제품을
정교하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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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IZIMAX Inc.
1. Address
2. Website

3. Company Description

2284 de la Province, Longueuil, Qc, Canada J4G1G1
www.vizimax.com
VIZIMAX is a Canadian manufacturer of automation solutions for the
energy market. We develop innovative products to measure, switch
and control HV and MV power systems, which help our clients to
control costs and get the most out of their existing infrastructure. Our
solutions provide a host of benefits to companies looking to solve
issues such as grid connection, sustainability of infrastructures, power
quality, support of new technologies and asset management. VIZIMAX
has partners in more than 20 countries to supply and support local
markets.
We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important industry players and
develop new applications with our current products/technologies.

4. List Your Main Business
Items

 SynchroTeq inrush current limiters / controlled switching
 61850 standalone merging units and IEEE C37.118 certified
synchrophasors
 Power plant controller
 Renewable grid integration solutions

5. Competitive
Advantages

 Manufacturer/vendor agnostic (works with any brand)
 Technology that provides a path from legacy to new standards
 Rugged products for harsh environment, worldwide
certifications
 Strong expertise in controlled switching solutions
 Advanced and high-quality product focused development

6. Major Clients/ Partners

Hyosung Heavy Industries, Hydro-Quebec, Manitoba-Hydro, Power
Grid of India (PGCIL), State Grid of China, Shandong Taikai, RTE, EDF,

7.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Market

VIZIMAX has products installed in more than 40 countries. We have
sales offices in 5 countries and work with 20 distributors/partners
worldwide. More than 50% of our revenue comes from outside
Canada.

8. List Your Meeting
Objectives

9. Describe Technology
Areas for R&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To develop the Korean market
 Meet with KEPCO, KEPRI, KERI, IPPs (wind and solar farm
developers) and equipment manufacturers for the Korean
market, but also for international markets.
 To collaborate with important industry players and develop new
applications with our current products/technologies.
Our advanced SynchroTeq controlled switching device (inrush current
limiter) as well as our IEEE C37.118 certified PMU (Synchrophasor).
We would like to elaborate specific applications using our technology
(SIPS – System Integrity Protection Scheme), Power Plant Controller,
Battery Storag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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