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그워너(BorgWarner)와 OGCI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 Qnovo 에
2,400 만 달러 시리즈-C 펀딩 신규 투자 완료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의 선구자는 자금을 활용하여 제품을 EV 생산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2022 년 1 월 11 일, 캘리포니아주 뉴어크 –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의 선구자인
Qnovo 는 시리즈 C 펀딩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보그워너는 OGCI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 및 콘스틸레이션 테크놀로지 벤처(Constellation Technology Ventures)의
주요한 참여 속에서 이 라운드를 주도했다. 기존 투자자인 U.S. Venture Partners 와
RockPort Capital 또한 참여했다. 여러 글로벌 승용차 및 상업용 전기차(EV)
제조업체사와 더불어 첨단 차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Qnovo 는 새로운 자본을
통해 그들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전기차로 더 확장하고 고정식 전력 망 저장 시스템의
수요 증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그워너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해리 L. 허스테드(Harry L. Husted) 는 “Qnovo 는
배터리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Qnovo 의 첨단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는 없는 안전, 성능 및 지능형
예측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강하고 건강한 배터리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말했다.
Qnovo 의 차량 내 소프트웨어 제품은 차세대 자동차 및 상용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초고속 충전, 배터리 수명 연장 및 주행 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향상된 배터리
건강 및 성능을 제공한다. 이 회사의 지능형 예측 소프트웨어는 잠재적인 제조
결함으로 인한 배터리 리콜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OGCI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의 CEO 인 Pratima Rangarajan 은 “24 번째 포트폴리오
투자로 Qnovo 를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장단기적으로
상당한 배출량 감소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은 Qnovo 의 조기 성과 및
미래 잠재력과 잘 부합됩니다."라고 말하였다.

Qnovo 의 CEO 인 Nadim Maluf 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함께 이 새로운 자본은 EV
시장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저장 및 지속
가능성 시장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About Qnovo
Qnovo 는 에너지 저장 및 모빌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방식을
재창조하고 있다. Qnovo 는 지능형 베터리 관리 소프트웨어와 향상된 건강 및 안전성과 함께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키는 배터리 예측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Qnovo 는 컴퓨팅과 학습
소프트웨어로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보강을 통해 배터리 수명 연장과 함께 안전한 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1 억 5 천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Qnovo 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뉴어크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다.
https://qnovo.com/qnovation-blog/
About BorgWarner
BorgWarner Inc.(NYSE: BWA)는 차량 마켓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제품 리더이다. 보그워너는 독창적인 장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을 글로벌 부품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borgwarner.com.
About OGCI Climate Investments
OGCI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는 10 억 달러 이상의 펀드 관리를 통해 포트폴리오 회사들과
OGCI 회원, 정부, 비즈니스 파트너, 최종 고객 및 공동 투자자와 협력하여 유의미하며 측정
가능한 탄소 감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저탄소 솔루션의 글로벌 구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https://www.ogci.com/climate-investments/
About Constellation
엑셀론 Exelon(NYSE: EXC)에 소속된 콘스틸레이션은 탈 탄소 에너지의 최대 공급업체이자
미국 전역에서 경쟁력 있는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선두 공급업체이다.

www.constell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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