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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5 호 M I N E RVA 벤 처 회 원 상 장 기 념 ＊
지난 11 월 29 일 (화) 벤처 지원기구 MINERVA 의 벤처 회원 기업 (주) JMC 가 도쿄 증권 거래소 마더스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JMC 사는 3D 프린터 및 모래 주조에 의한 시작품 각종 부품, 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통신에서는 와타나베 사장과 사원으로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사개요】
회사명：주식회사 JMC ( URL: http://www.jmc-rp.co.jp/)
대표：대표이사 CEO 渡邊大知 氏
소재지：神奈川県横浜市港北区新横浜 2-5-5 住友不動産新横浜ビル 1F
설립：1992年12月18日
자본금：691,352,000円
사업내용：3D 프린터 출력, 주조, 검사 수탁

대표이사 CEO 渡邊大知 氏

11 월 29 일 (화) 도쿄 증권 거래소 마더스 상장

Ⅰ 와타나베 사장의 이야기
① 상장 후 지금의 심정
2016 년 11 월 29 일에 도쿄 증권 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후 큰 변화로 인지도 향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맥형성이 어려웠던 분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 받거나 신선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폭 넓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상장까지의 고난
상장 준비 중 새로운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말도 많고 제도 자체의 이해 등이
힘들었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③ MINERVA 벤처 회원 기업들에게 격려의 말
예전 경력이나 실적 등으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깊이 고민할 수 있다면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업간에 서로 자극을 받으며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Ⅱ 직원 대표의 이야기 : 관리 그룹 인사 총무 팀 水内佐知子 氏
① 상장 후 지금의 심정
상장 기업이 된 후부터 날마다 자사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전화도 많아져
주목도가 늘어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사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싶습니다.
② 직원으로서 상장까지의 고난
상장 신청 서류의 작성, 내부 통제의 정비 등 지금까지 경험 한 적이 없는 업무에 고생했지만
주간사 증권 회사, 인쇄 회사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Ⅲ 축하 인삿말
☆NPO 법인 벤처 지원기구 MINERVA 부이사장 呉雅俊
마더스 상장 축하합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에 고집스럽게 애착을 가지고 챌린저이며 허풍을 치지
않으며 목표로 하는 것에 낭만과 뜨거운 열정을 항상 느끼게 하는 와타나베 사장과 ㈱JMC입니다.
이제는 상장 회사로서 귀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욱 발전을 목표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TNP 온더로드 대표 이사 사장 山下勝博
마더스 상장 축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와타나베 사장의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말씀 하셨을 때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모습은 아직도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 하시길를 기원합니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TEL：045-470-8668、FAX：045-470-8090
(주)TNP 파트너즈, (주)TNP 온더로드
TEL：045-470-8088、FAX：045-470-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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