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anci,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 가입 

Avanci, 세계경제포럼 플랫폼에 지속적인 참여로 

주요 사안에 대한 글로벌 의제 수립에 기여 
 

텍사스주 댈러스, 2022년 10월 18일 – 다양한 제품군에서 사용되는 기술간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부문에서 리더인 

Avanci가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초대됐습니다.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최전방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리더들이 참여하여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커뮤니티에 제공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 책임자인 Verena Kuhn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vanci가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포럼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포럼 활동에 새롭고 혁신적인 목소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Avanci의 전문성이 프로젝트, 대화,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Avanci의 창립자 겸CEO인 Kasim Alfalah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술 선구자로 인정받은 후,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여정을 계속하게 되어 기쁩니다. Avanci는 글로벌 규모의 기술 

공유가 더욱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미래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포럼의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vanci의 커넥티드 차량 원스톱 시장은 기술 선구자로 선정된 이래 52개 라이센서의 셀룰러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80여 개 

자동차 브랜드에 부여하여, 전 세계 도로에서 1억 대 이상의 라이선스 차량이 달리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혁신자 커뮤니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세 세세 세세 세  세세   

세계경제포럼은 공공 민간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입니다. 주요 정치, 비즈니스, 문화, 기타 사회 지도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글로벌, 지역, 산업 

의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971년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특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www.weforum.org  
 
Avanci 세 세  

Avanci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특허 기술을 더욱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산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중개자로서 Avanci의 원스톱 솔루션은 라이선싱 프로세스에 효율성, 편리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습니다. Avanci는 

2016년부터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연결 고리를 만들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필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공정한 고정 요율에 기반한 하나의 계약을 통해, 사물 인터넷용 커넥티드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과 혁신을 공유합니다. Avanci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에 가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ww.avan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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