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H Prince Albert II of Monaco는 CleanEquity Monaco를 2015년에
페쇄합니다.
혁신 자본이 주최를 맡은 CleanEquity® 모나코 2015 는 이벤트의 공동
설립자인 모나코의 고요한 전하 왕자인 알베르 2 세에 의해 시상식과
연설로 3월 6일 금요일에 폐쇄 합니다.
"나는 이 회의를 준비 하고 주재한 혁신 자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승장구 했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한 그 일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회의를 만들 때 우리의 의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빛을 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새로운 청정 기술 및 자원의 효율성 회의의 8 년은 확실히
의도를 실현했고; 파괴적인 기술의 수를 보여줍니다.
내노 멤브레인 화장실 (영국) 은 환경 기술 연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입상자는 애조틱 태크날러지(UK)입니다.
Emefcy (이스라엘) 은 환경 기술 개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입상자는 리퀴드 라이트 (미국)입니다.
LUXeXceL (네덜란드) 은 환경 기술 상업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입상자는 앨제놀 바이오 퓨얼 (미국)입니다..
LUXeXceL 또한 포터 노벨 글로벌 임팩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관객들은 전문 재무 적 투자자, 기업의 참여자, 전략적 인수 업체 설립 업계 대표,
주요 정책 입안자, 정부 관리, 최종 사용자 및 글로벌 미디어를 포함합니다.
초대는 아시아, 유럽, 호주, 북미와 남미의 국제 파트너의 도움으로 , 런던을
기반으로한 투자 은행인 혁신 자본에 의해 선별 된 12
개국으로부터 28개의 제시하는 회사가 참석했습니다.
혁신 자본과 CleanEquity 모나코 공동 설립자의 회장인 문고 박이 말했습니다
.
“나는 그의 고요한 전하와, 자신의 비용으로 혁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기여한 모든 연설자와 대표자 에게 영원히 감사합니다..
전년 우리는 그 등급과 파괴적인 기술에서 최고로 선보이며 , 전년 대비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난 발표하기로 선택된 기업의 확대
다양성에서 조차도 ,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목표를 달성했음을 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CleanEquity 는 PR 뉴스 와이어, 깨끗하고 차가운 미션, 모나코의 해양 박물관,
모나코 재단, 경제 개발의 모나코 상공 회의소의 알버트왕자 2세 특히 : 코 빙턴
& 벌링, 포터 노벨, 크랜 필드 대학, 기후 그룹 모나코의 국제 대학과 소시에 데
방 드 메르 드 모나코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CleanEquity 모나코는 2016년 3월에 모나코 공국에 반환될것입니다.
당신이 대리인으로서 미래의 사건에 참여하거나 회사나 스폰서를
제시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트위터 로 계속
주시하십시요.@Clean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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