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Equity® Monaco the 10 주년 – 참여 회사 및 협업
CleanEquity® Monaco 는 지속가능한 청정 기술 분야의 최고 수준 회사들의 전시장입니다.
각 회사는 3 월 10 일에 재무 및 전략 투자자, 파트너와 합병 전문가, 정책 담당자, 최종
사용자, 언론을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초청받은 회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참여 의사를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하기
Innovator Capital 의 CleanEquity 사업부는 2017 년 행사를 위해 600 개 이상의 회사 중
30 개를 선정할 것입니다. 아래 회사들은 참여가 확정된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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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or Capital 은 시스코 EIR(Entrepreneurs in Residence)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발표합니다.
시스코 EIR 은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을 목표로 한 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스코 사업부(BU)들과 장기적 전략적 관계 및 사업 성과를 구축하는 매우 효율적인
플랫폼입니다. 시스코 EIR 은 사물 인터넷(IoE/IoT: Internet of Everything/Things), 협업,
AI/딥러닝/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이동성, 보안 및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적 기술에
종사하는 초기 단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EIR 은 스타트업/스케일업 기업들에게 시스코 BU 및 경영진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시스코로부터의 공동 작업 공간, 소프트웨어, 재무적 지원, 잠재적
전략적 투자 혹은 M&A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3 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출범한 시스코 EIR 은 미국 및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 개 회사가 시스코 EIR 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 이상이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시스코 EIR 스타트업은 시스코 내에 60 개 이상의 전략적 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경영 분야의 연구 및 강의 전문 대학원인 크랜필드
대학교(Cranfield University) 및 CleanEquity 와의 2 년차 협력관계로 돌아온 파크뷰
그룹(Parkview Group)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크랜필드의 연구 및 혁신 담당 부총장보인 공학 펠로우 톰 스티븐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랜필드는 10 주년을 맞는 CleanEquity Monaco 2017 을 후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훌륭한 행사를 계속 지원해 왔으며, 또 한번 청정 기술 분야 초기
단계 기업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자금 조달 부문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기술과 경영 분야에 특화한
대학원으로서 클랜필드의 청정 기술 창업 열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CleanEquity
Monaco 는 업계 관계자를 모아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사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leanEquity 2017 을 후원하는 파크뷰 인터내셔널은 1950 년에 설립된 글로벌한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최근의 프로젝트인 베이징의 200,000 평방미터 규모 파크뷰 그린은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플래티늄 인증을 받은 중국 내
최초의 혼합 이용 프로젝트입니다. 품질과 혁신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개발
프로젝트 이행의 명성을 이어가는 파크뷰의 최신 프로젝트인 QxQ 는 외부 생산과 고품질
모듈 아키텍쳐를 결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간, 원가, 품질 측면에서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크뷰 인터내셔널은 더 잘 건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재생
기술의 명망 있는 플랫폼인 CleanEquity 같은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CleanEquity® Monaco 2017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컨퍼런스 웹사이트인 website: www.cleanequitymonaco.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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