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Equity® Monaco 제 10 주년 - 등록 개시
Innovator Capital 이 제 10 주년을 맞이하는 CleanEquity Monaco 를 2017 년 3 월 9 일, 10 일에
개최

모나코의 앨버트 2 세 왕자 전하와 Innovator Capital 의 Mungo Park 회장에 의해 설립된
CleanEquity® Monaco 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 및 자원 효율화를
실현하고 가속화하는 사명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여기를 클릭
지난 9 년 동안 Innovator Capital 의 CleanEquity® 부서는 11 개 부문과 70 개의 하위 부문에서
5,000 개 이상의 기업을 검토했습니다. 2017 년 행사를 위해 600 기업을 추려내고 그 중 상위 30
기업이 이번 컨퍼런스 참가를 위해 선정될 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관리능력 및 무결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독특한 기술 차별화, 높은 글로벌 수익 잠재력이라는 수준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대자 한정 컨퍼런스는 발명가와 기업가를 위한 친밀하고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각자의
스토리를 대표자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 대표자들은 발명가와 기업가들이 상업적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할 의사 결정권자들입니다. CleanEquity 의 일대일
회의팀은 컨퍼런스 진행 중은 물론 전후로도 소개 및 회의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쉬지않고
작업합니다.
우리는 CleanEquity® Monaco 가 국제 법률 회사 Covington & Burling LLP 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Covington & Burling 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산업 그룹의 공동 의장인 파트너 앤드류 잭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CleanEquity Monaco 는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배포 및 상용화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기업가,
발명가 그리고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글로벌 청정기술 행사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행사로서 그 명성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10 주년을 맞이해 CleanEquity Monaco 와 그 조직에게 축하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8 년 간 CleanEquity 와 인상적인 많은 참가 기업들을 유럽, 아시아, 미국에 있는
우리 회사의 기술정책거래 전문 수석 변호사 그룹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제가 많아지는 세계에서, Covington & Burling 는 강력한 법률 회사를
구축하여 우리 고객이 법률과 정책에 대한 대처, 글로벌 청정기술 부문의 역동적인 발전과
CleanEquity Monaco 와 같은 중점적인 행사에 대한 완벽한 대응 능력을 배향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심각한 법률적, 정책적, 상업적 과제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회사의 거래
및 기술 전문가들은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에 있어 지속적인 결과를 창출합니다.”
CleanEquity®는 또한 시카고에 본사를 둔 Cision 이 소유하고 글로벌 미디어 및 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미디어 파트너 PR Newswire 와 지속적인 협조 관계에 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PR 뉴스와이어/Cision 의 Andrew S. Meranus 사업개발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PR 뉴스와이어가 7 년 간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해 온 행사의 10 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CleanEquity 및 모나코 공국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Cision 가족인 PR 뉴스와이어는 컨텐츠 전달 기능을 지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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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청정기술 비즈니스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
메시지는 잠재 고객에게 전달되어 투자와 지명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CleanEquity® Monaco 2017 참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거나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cleanequitymona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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