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Equity® Monaco 2017 - 새로운 협업 및 기술 프레젠테이션

3 월 9 일과 10 일에 열리는 CleanEquity Monaco 는 지속가능 기술 및 자원 효율
분야의 세계 최고 신규 기업 30 개 사가 전문 재무 투자자, 전략적 패밀리 오피스,
사내 벤처, 파트너 및 합병 전문가, 협력업체, 정책 담당자, 최종 사용자, 언론을
만나는 세계 최고 포럼입니다.
이 행사는 초청받은 회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참여 의사를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하기
Innovator Capital 은 Social Stock Exchange 및 Hobbs & Towne 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Social Stock Exchange의 CEO인 Tomas Carruther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leanEquity Monaco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청정 기술을 한 자리에 모으는
독특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유일의 공공 임팩트 투자 시장인 Social Stock
Exchange는 사업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면서 환경적, 사회적으로 규모 있는
자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Innovator
Capital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우리의 공공 시장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청정 기술의 혁신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투자자 청중들이 재무적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저는 청정
기술의 다음 파괴자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가슴이 설레고, 그들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Hobbs & Towne의 파트너인 Steve Kyryk는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청정 기술 투자자 및 그들의 포트폴리오 회사들과 20년 동안 함께
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혁신적인 인재 솔루션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경영진 및 사고 리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적으로 탁월한
VC, PE, 패밀리 오피스, 기업 투자자 지원 조직 등에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Hobbs & Towne은 10년째를 맞는 CleanEquity Monaco 2017을 후원하고 투자자 및

기업가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임팩트 사업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명성 있는 행사에 참여하여
청정 기술 부문의 글로벌 선두 주자들과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Innovator Capital 의 CleanEquity 사업부는 2017 년 행사를 위해 600 개 이상의
회사를 검토하였으며, 30 개 회사가 선정되어 프레젠테이션할 것입니다. 아래
회사들은 참여가 확정된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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