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알버트 2 세 왕자, 10 주년을 기념하는 CleanEquity® Monaco
2017 컨퍼런스 폐막사를 전하다

런던에 기반을 둔 전문가 투자 은행인 이노베이터 캐피탈(Innovator Capital), 모나코
경제 위원회(Monaco Economic Board)가 주관하는 수상식과 이 컨퍼런스 공동 주관자인
알버트 왕자 2 세의 폐회사를 끝으로 3 월 10 일 막을 내렸다.
CleanEquity 는 시범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확보한 전 세계 32 개 유관 기술을 전시했다.
이 쇼케이스에는 아시아, 유럽, 오스트랄라시아, 북미와 남미 등 국제 파트너들이 대거
참여했다.
모나코 알버트 2 세 왕자는 전문가 심사위원 패널들과의 상의 끝에 다음 기업들을
CleanEquity Monaco 2017 최고상을 선정했다.
AgriProtein(ZA)는 기술 연구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 기업은 식품 제조 공장, 슈퍼마켓,
농장, 레스토랑 등에서 공급한 유기농 폐기물 스트림을 먹여 키운 파리 유충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천연 단백질의 원천을 생산해내는데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기업의 3 대 제품으로는 곤충 기반 완전 단백질 식품인 MagMeal™, 완전 지방
추출물인 MagOil™ 그리고 풍부한 잔류토 컨디셔너- MagSoil™가 있다.
KDC Agribusiness(미국)은 기술 개발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 기업은 California Safe Soil 와
공동작업을 통해 신선한 음식물 폐기물을 3 시간 이내에 소화 및 저온 살균하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 액체 비료와 동물사료로 탈바꿈시키는 새로운 특허기술을 개발한 것을
인정받았다.
또한 Iceotope Technologies(영국)은 기술 상업화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 기업은 개발된
제품에 전면 침수 액랭 IT 기술을 활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항공 인프라의 필요성을
없애면서 어느 곳에나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자본비, 운영비, 바닥 면적,
에너지 및 무음 작동 등에서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연구 부문의 NOHMs Technologies (USA), 개발 부문의 Halo
Coffee (UK), 상업화 부문의 Voltea (USA) 등이 후보 기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 Restore NV (BE)는 CleanEquity 10 주년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다.
이 기업은 상업 및 기업 소비자를 위한 최신 수요 반응 자동화 프로그램과 공익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수요관리(DSM)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수상패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스위스인 아티스트 Urs Fischer 가 직접 제작하여 가치가
높은 조각품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로얄 음악대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Maria Tarasewicz(피아노)와 체리스트
Kristiana Ignatjeva(첼로)가 출연하여,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A 메이저 3 번 가운데 Op.
69 를 연주했다.
알버트 2 세 왕자는 폐회사를 통해 다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0 년 동안 이 컨퍼런스를 마감할 때 영광스러운 폐회사를 해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루어낸 프로젝트 성과는 대단히 빠르고 혁신적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는 이런 값진 열매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제품,

프로세스, 정책을 혁신, 개발, 이행하여 내일은 오늘보다 보다 청청하고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leanEquity 는 도전 정신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기업, 금융가, 정치인, 미디어 모두가
2 틀 동안 협력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설립된 CleanEquity 는 10 년 동안 지속 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해 오셨습니다.”
Innovator Capital 의 회장겸 CleanEquity Monaco 의 공동 창업주인 인 뭉고 박은 이에
회답을 보냈다.
“알버트 2 세 왕자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CleanEquity 이 10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10 주년을 계획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기술의
혁신에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손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저희는 올해 지난 어느 해
보다 든든한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성과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알버트 2 세 왕자님께서 운영하시는 Monaco Foundation 을 비롯해,
Covington & Burling, Deloitte, Parkview Group, Cision, Cranfield University, Cisco, the Social
Stock Exchange, Hobbs & Towne, Monaco Economic Board 및 International University of
Monaco 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CleanEquity Monaco 의 리터닐 파트너 중 하나인 Deloitte 의 M&A Services 부문
글로벌 리더인 Iain Macmillan 의 화답이다.
“Deloitte Global M&A Services 는 CleanEquity 의 올해 10 주년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뭉고 박 회장님과 그의 팀이 이룩한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도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의제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란 지속 가능을 통한 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야 말로 기업이 업계에서 밝은 전망을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치 창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혁신은 전 세계 벤처기업 유망주들에 의해서 개발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M&A 와 기업 벤처 투자와 같은 비유기적 성장 전략에 적응하여 이러한
기회를 실천하고 “내일을 사는 기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CleanEquity
컨퍼런스에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앞장서서 개발하는 유망한 혁신 기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Deloitte 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파트너, 사용자, 투자자가 될 수
세계 정상의 기업들과 독점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인맥을 형성하는 데는 분명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Deloitte Global M&A Services 는 M&A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 동안 전략적 기업
바이어와 민간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략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올바른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실사 단행에서 계약으로 인한 가치 포착. 즉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는 특정 거래, 통합, 분리 시 필요한 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여 고객이 가치 창출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leanEquity Monaco 는 2018 년 3 월 모나코 공국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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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or Capital 정보
2003 년에 설립 된 Innovator Capital 은 신흥 기술 기업들에게 기업 금융, M & A 및
인수에 관해 조언하는 전문 투자 은행입니다. 그 전문성은 지적 재산과 다 국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합니다.
딜로이트에 대하여
"딜로이트 (Deloitte)"는 150 개 국가 및 지역의 독립적 인 기업에서 220,000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감사, 세금, 컨설팅, 재무 자문, 위험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들은 보증으로 제한되는 영국의 개인 회사 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의 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