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Equity® Monaco 2016 – 협력 및 주제 발표

3 월 3 일과 4 일에 열리는 CleanEquity Monaco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기술 및 자원 효율화
30 개 회사가 모여, 전문 재무 투자자 및 벤쳐 캐피털, 파트너/합병 전문가, 정책입안자, 최종
소비자, 언론과 만나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포럼입니다.
2008 년부터 CleanEquity 를 주최해 온 투자은행 Innovator Capital 은 과학, 기술, 공학, 경영
분야의 전문 대학원인 Cranfield 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Cranfiled의 연구 및 혁신 담당 부총장보인 공학 펠로우 Tom Stephenson 교수의 말입니다.
“Cranfield는 이 행사에서 Innovator Capital과 다시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독보적인 대학원 전문 대학교로서 기술과 경영 분야의 리더를 산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신과 신규 사업은 Cranfield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던 것을 답습하지
않고, 군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Cranfield는 산학협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저희는 정부의 정책, 경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널리 알리면서, 업계를 위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소유주
경영 SME로부터 Airbus, Jaguar Land Rover, Unilever 같은 세계 최대의 다국적 대기업을
포함하는, 전세계 750개 이상의 기업체 및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년 이상 그린 경제의 최전선을 지키면서 순환 경제를 위한 Dame Ellen Macarthur
재단, 영국 정부의 환경, 음식, 농촌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자연 환경 연구 협의회(NE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및 선두 영국 물 산업 관련
조직 등의 핵심 파트너와 함께 해 왔습니다. 저희는 테크놀로지 파크와 업계 전문가인
학자들이 “청정 기술” 사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 총회 주제
•

하수 분야의 기술 발전 및 기회에 대한 상세한 검토

•

미래의 도시 및 건물을 위한 설계, 재료, 건축 기술 및 운영

•

유럽 전송망의 당면한 공급 안정성 이슈 및 관련된 기술, 규제, 재무적 과제

트위터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여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십시오: @CleanEquity.
발표 기업, 대표자로서 CleanEquity Monaco 2016 에 참석을 원하시거나, 후원 기회에 대해
협의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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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leanequitymonaco.com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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