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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호 MIN ERVA 벤 처 회 원 상 장 기 념 ＊
지난 11 월 28 일 (수) 벤처 지원기구 MINERVA 의 벤처 회원 기업 「츠쿠바 정공 주식회사」가 도쿄 증권 거래소
Tokyo Pro Market 에 상장 했습니다. 츠쿠바 정공 주식회사는 정전흡착 시스템의 개발·제조·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통신은 傅 사장과 사직원으로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소개 드립니다.
【회사 소개】

회사이름：츠쿠바 정공 주식회사( URL: https://www.tsukubaseiko.co.jp)
대표：대표 이사 사장 傅 寶莱 氏
소제지：토치기현 가와치군 가미노카와마치 오자카미카지간죠지 2168-10
설립：1985년6월27일
자본금： 9억700만엔
사업내용：정전흡착 시스템의 개발·제조·판매
대표 이사 사장 傅

寶莱

氏

Ⅰ、傅대표 이사님의 말씀
① 상장후 지금의 심경
상장시 자금 조달 8 억엔을 넘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사업 전개의 조건이 갖추어 졌다는 뜻에서, 사업
전개를 철저히 끝까지 밀고가겠다는 의욕과 책임감이 큽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수있게 되였다는, 정말로
사람들과 그 환경을 얻을수 있었다는데 대해 감사로 넘치는 바입니다.
② 상장까지의 고생담
연구 개발형 벤처 기업은 최첨단 최전선을 의지하여야 함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타이밍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우 고생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상당한 정력과 시간을
투자 하였기 때문에 추진해야 사업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③ MINERVA 벤처 회원 기업에 대한 격려의 말씀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쿄 푸로시장이라는 시장을 이용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하면 건전하고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세계 온리원 기술이 아직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노력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Ⅱ、직원 대표의 말씀: 사장 실장 大貫篤志 氏
① 상장후 지금의 심경
상장함으로써 우리의 세계 온리원 기술이 세상에 인정 받았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계속하여 정품으로 인정 시켜 가는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② 직원으로서 상장까지의 고생담
당사의 정전흡착 이라는 기술을, 도쿄푸로시장이라는 시장이, 세간 일반적인 동의, 상식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평가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파워와 왕따에 가까운 뭉친 그 무었을 느끼면서 정말로 포기와 패배감에 계속 시달려
왔했습니다.

Ⅲ、축하의 말씀
(주) TNP 온더로드 대표 이사 사장
（NPO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이사）
山下 勝博
지금까지 몇번이나 MINERVA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에서 발표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傅사장의 도전정신, 오픈
마인드가 이번 상장까지 이끌어 온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통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마침내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술로, 연구 개발형 벤처로서는
어려운 자금 조달 환경에서, 도쿄 푸로시장 상장을
선택한 판단은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傅사장 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11 월 28 일 (수) 도쿄증권거래소 Tokyo Pro Market 상장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파트너즈
(주) TNP 온더로드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