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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식

런던, 3월 5일, 2011년 /PR뉴스와이어/ -- 새로운 청정기술 회사들의 포럼인
클린에쿼티 모나코는 금요일인 지난 ３월 4일 모나코의 왕자 알베르트 2세 각하가
주재한 클린에쿼티 시상식을 종료했습니다.
초청에 의해서만 참석할 수 있는 이 연례행사는 4개 대륙으로부터 34개의 차세대
기업들을 초청하여, 재정 및 전략적 투자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 최종 소비자들 및
국제 무역과 기술 미디어 분야의 250명의 대표단에게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환경 기술 연구 분야의 탁월성에 대한 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전기 자동차, 버스
그리고 상업용 차량들을 위한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 신생 회사인
헤일로(Halo) IPT에게 돌아갔습니다.
환경 기술 개발 분야의 탁월성에 대한 상은 높은 신뢰성을 가진 세계 최고의 계통
연계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에넥시스(Enecsys)에게 돌아갔습니다.
환경 기술 상업화 분야의 탁월성에 대한 상은 멤브레인을 기초로 한 기술 개발과
과정 통합 전문회사인 화이트폭스(Whitefox)에게 돌아갔습니다. 화이트폭스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탄올 생산 응용기술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연료 전지, 탄소 포착 및
정수를 위한 응용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리오스 하지-이오안누 경은 신생 청정기술 기업에게 주는 2011년 스텔리오스
상을 젊고 혁신적이며 런던에 본부를 두고 개발도상국 시장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가벼우며 유연한 태양 전지판을 제공하고 있는 솔라 프레스(Solar Press)에게
수여하였습니다.
클린에쿼티는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모나코 재단의 알베르트 ２세 왕자，
코빙턴 앤드 벌링， 스텔리오스 자선 재단， ２１ 벤처스， ＵＮ 환경
프로그램 （ＵＮＥＰ Ｆｉ）， 탄소 전쟁 룸（Ｃａｒｂｏｎ Ｗａｒ Ｒｏｏ
ｍ）， 바이오코드 앤드 몬테 칼로 ＳＢ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파트너인 ＰＲ 뉴스와이어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쉽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클린에쿼티의 지역 호스트인 모나코
경제 개발회의소에 특별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 기업들은 이노베이터 캐피탈이 유럽， 미주， 인디아 및
있는 국제 파트너들의 도움을 얻어 물색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본에

이 행사는 넋을 잃고 바라볼 만한 놀라운 신
기회들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클린에쿼티 모나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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