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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8 호 M I N E R VA 벤 처 회 원 상 장 기 념 ＊
지난 6 월 26 일(수) 벤처 지원기구 MINERVA 의 벤처 회원 기업인「주식회사 STG」가 도쿄 증권 거래소 Tokyo Pro
Market 에 상장 했습니다. STG 사는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제품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통신에서는, 佐藤사장님과 직원에게 들은 상장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회사 개요】
회사이름：주식회사 STG ( URL: http://www.stgroup.jp/)
대 표 ：대표이사사장 佐藤 輝明 氏
소 재 지：오사카부 야오시 야마가쵸 6-82-2
설
립：1975년 11월
자 본 금：1억 9,506만엔
사업내용：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제품제조
대표 이사 사장 佐藤 輝明

氏

Ⅰ、佐藤 대표 이사님 말씀
① 상장후 지금의 심경
솔직히 기쁘면서도 그와 동시에 상장 기업이 되었다는 중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② 상장까지의 고생담
감사법인 등과의 업무로 감사증명을 받는데 몇 번씩이나 논의하지 않으면 안됬기에 체념했었습니다만,
몇 번이나 감사법인과 떠들썩하게 논의하며 어떻게든 결국 무한정 적정의견을 받았을 때는 기뻤습니다.
③ MINERVA 벤처 회원 기업에 대한 격려의 말씀
이 Tokyo Pro Market 은 일반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시장입니다. 갑자기 JASDAQ 이나 Mothers 에
가는것 보다 우선은, 프로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적시공시라는, 상장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무를
경험하시는 편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갖게 하고, 점점
주주총회 등에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Ⅱ、직원 대표의 한마디：감사역

大貫

篤志

氏

① 상장후 지금의 심경
Tokyo Pro Market 에 상장해서 안심한 것과 다음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음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할 동료를 찾아나가는 것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② 직원으로서 상장까지의 고생담
당시에는, 사장님 특명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사분기 공개를 양해
받거나, 대형 감사 법인과 증권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등, 모두 새로운 것 투성이었지만 좀처럼
주위에서 협조를 잘 해 주지 않아서 고생했었습니다.

Ⅲ、축하 인사
(주) TNP 온더로드 대표 이사 사장
（NPO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이사）

山下

勝博

佐藤사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Tokyo Pro Market 상장을
축하드립니다. 동사는 일본의 제조 기업의 강점인 미세
가공, 고정밀도 가공을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업(業)」이라고 하는
기업 이념을 내세워 아시아에 진출, 자기 자본을 활용하여
성장 자금을 조달하며 스피드감을 가지고 사업 확대를 해
왔습니다.
Tokyo Pro Market에의 상장이 그 하나의 통과점이고,
또한 이 자체가 佐藤사장님의 끊이지 않는 도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사의 비약적인 발전과
건투를 빕니다.
6 월 26 일（수）동경증권거래소 Tokyo Pro Market 상장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파트너즈

(주) TNP 온더로드

(주) TNP 스레드 오브 라이트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