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GSA 프로젝트, 투자에 의한 새로운 시민권 기회 제공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6년 10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Grenada Sustainable 

Aquaculture (GSA)와 Antigua Sustainable Aquaculture (ASA)는 최근 모두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았다. 다영양 입체 양식(Integrated Multi-

Trophic Aquaculture, IMTA) 및 바람직한 경작 관행과 결합된 열린 해양 환경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측정 가능한 영향을 방지한다. GSA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첨단 기술 패러다임에 

합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7946851-grenada-sustainable-

aquaculture-project 

 

GSA는 세계 굴지의 최신 양식 기술을 사용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영역에서 양식 

기술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고유한 IP는 연간 사용료와 연간 총매출 중 일정 비율을 받고 

다른 양식 프로젝트에 라이선스할 수 있어, 이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IP 수익 센터는 핵심 양식 제품 매출에 추가된다. 
 

투자에 의한 시민권 
 

GSA 이사 Leo Ford는 “번영, 안전, 국제 이동성 - 평화로운 영연방 국가에 대한 

안전하고 건실한 투자를 통해, 가정을 위한 안전한 시민권과 무비자 여행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나다 시민권은 평생 지속되며, 그레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한다. 그레나다 여권은 영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해 130개국 이상에서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레나다 

시민은 카리브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 전역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직원 임명 
 

GSA는 투자자와 상품을 보호하는데 극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 FBI 특수 

요원인 W. Nicholson과 J. Stanley를 각각 자문위원회와 실사&준수 임원으로 임명했다. 

더불어 엘리트 수의사인 Dr. Antonio Delgado Flores도 자문위원회 임원으로 임명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문가인 Dr. Jazaer Dawody를 임명함으로써 환경 목표를 더욱 

드높이고, GSA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마이애미 대학교 Alexandra Ford 교수를 대학과 연구소 연락책으로 임명함으로써 GSA와 

대학 & 연구소 간의 협응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됐다.  

 

GSA 소개 

GSA는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증가하는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립됐다. GSA는 

자사 양식장에서 업계 선두주자가 개발한 혁신적인 장비와 경작 관행을 비롯해 주요 해양 

생물학 대학(보스턴 대학, 하버드, 캘리포니아 대학/Scripps 및 마이애미 대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지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GSA는 그레나다, 안티과, 파나마, 토론토, 플로리다, 모스크바, 두바이, 테헤란, 

타이베이, 홍콩, 상하이 및 베이징 등 세계 곳곳에 진출했다.  
 

추가 정보는 http://gsacbi.com/을 참조하거나 Miss Neda Azarmehr(+971-503-

617070, info@gsacbi.com)에 문의한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1011/427160 ) 
 

출처: Grenada Sustainable Aquaculture 및 Antigua Sustainable Aqua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