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Equity Monaco 2011, 3월 3일과 4일 - 새로운 기업들과 연설자 발표
런던, 2011년 1월 26일 /PRNewswire/ -- CleanEquity Monaco는 모든 국적의 신흥
클린테크 기업들이 금융 및 전략적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 최종 사용자들, 국제/무역
미디어에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는 포럼이다.
CleanEquity는 2011년 파트너로 21 Ventures를 소개했다. 뉴욕에 소재한 21
Ventures는 기후 변화, 글로벌 도시화, 신흥 시장에서의 중산층 확대, 천연자원의 고갈 등
21세기 도전 과제들의 극복에 주력하는 클린 테크와 기업들에 투자한다.
2004년부터, 21 Ventures는 창업, 중개, 성장 자본을 40여 클린테크 벤처 기업들에
제공했다.
다음 연사들이 연설자들로 나세게 될 것이다.
조지 프램프톤(George Frampton), Covington & Burling의 선임 변호사. 그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백악관 환경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오바마 정권의 CEQ
이양팀의 공동 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Climate Change Capital(CCC) 부위원장.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안 수립의 전문가이다. CCC 이전, 그는 Baker & McKenzie에서
기후 변화 관행(Climate Change Practice)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UNFCCC와 교토
의정서 협상에 관여했다.
폴 클리멘츠-헌트(Paul Clements-Hunt), UN 환경프로그램재정운동(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책임자
데이비드 앤서니(David Anthony), 21 Ventures 경영 파트너. 그는 프토폴리오
회사의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고 뉴욕 과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Sciences)에서
강의하고 있다.
올해의 발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명
----Halo IPT
-----Catch The Wind
-----------Clean Diesel Technologies
-------------------ITM Power

국가
--영국
--캐나다
----미국
--영국

부문
--무선 충전
------풍력 터빈 효율
----------디젤 배출 필터
----------수소 파워

-------VU1
---

--미국
----

------조명
---

CleanEquity Monaco 2011 후원사에는 The Monaco Chamber of Economic
Development(모나코), Covington and Burling LLP(와싱턴 DC), PR Newswire(뉴욕),
The Stelios Foundation(모나코), Invest Securities(파리), Biocode
Incubation(동경), the Societe des Bains de Mer(모나코), Allen & Caron(뉴욕),
Alize RP(파리) 등이 있다.
CleanEquity Monaco 2011 웹사이트- http://www.cleanequitymona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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