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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16 年 11 月 8 日 （화 ) 개 최 장 소 :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주식회사 후라우스 대표 貞松 久人 氏 （http://flaouse.co.jp/）
【주소】 東京都中央区八丁堀 2-30-15 東海ビル 3F 【설립】 2014 年 6 月 【자본금】 9,900 千円
【사업개요】당사 개발의 신형 조류 배양 장치로 지금까지 배양이 불가능했던 조류를 대량 배양하여 거기에 포함
된 희귀 · 고가의 의약 소재 갈조소를 추출, 판매한다. 갈조소는 현재 1Kg 당 2,000 ~ 5,000 만엔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 용도도 [모든 부위의 암] [당뇨병] [간 질환] [아토피 성 피부염] 연구 개발용 시약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가 보조 식품 소재로 유통되고 있음. 시장은 현재 급속하게 글로벌화로 가고 있지만, 공급은 자연계의
해조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공급원이 몇가지 난제를 지니고 있고, 수요가 지나치게 과다한 상황임. 미세
조류에서 갈조소 공급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준을 뛰어 넘는
배양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야외 연못 배양을 포함, 현존의 다른 배양 기술에서는 배양이 안됨.
세계적인 추세로 장비 개발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도 당사보다 20 년 정도 지연되고 있음. 당사는 이미 연구
개발은 종료하고, 규모는 작지만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실제 공급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음. 갈조소는 매우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높고, 향후 대규모화 및 발생이익에서 신규 사업도 시작할 예정. 또한
배양 장치에 혁신을 가져온, 지금까지 어려웠던 조류에 의한 '채산성 맞는 바이오 연료 생산', '이윤이 나는
CO2 삭감', '갈조소에 이어 의약품 소재 개발' 등이 신사업이 될 전망. 또한, 조류 바이오 매스에서 몇 퍼센트의
갈조소를 꺼낸 후, 찌꺼기로 여러 종의 희귀 소재 추출 · 판매(조류 바이오 매스의 캐스케이드 이용)도 가능하며,
소재는 모두 '할랄 인증'이 취득 가능하며, 이슬람권 인구 16 억 명, 할랄 시장 30 조엔에 진입 할 수 있음.
처음엔 희귀 물질 갈조소의 판매 업체가 아닌 갈조소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기관에 연구 시약으로 판매
해 나가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코멘트】 당사가 개발한 신형 조류 배양 장치는 3 만 종류의 조류를 배양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갈조소를 다루고있는 경쟁사는 없기 때문에 향후 전개에 큰
기대가 됩니다. 사다마츠 사장은 "이 사업은 지구 환경을 우리 아이들 세대에 물려주는 사회 공헌에도
연결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식회사 에스페란토 대표 木村 礼壮 氏 （http://www.esperanto-ak.net）
【주소】 東京都江戸川区南葛西 1-4-11-702 【설립】 2009 年 9 月 【자본금】 5,503 千円
【사업개요】 ビッグデータ解析の専門家集団が作った企業です。
1. 혁신적인 일본어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제품 개발, 판매.
(자동적으로 똑똑하게 일본어 해석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
2. 인터넷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의 숨은 니즈 발굴, 경쟁사의 강점 · 약점 분석 등의 보고서 작성. (MBA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인재가 제언있는 보고서를 저렴하게 제공)
3. AI 를 이용한 최적의 파트너 (기업 · 전문가)의 탐색 시스템 개발, 판매. (요청을 하면 그것을 상품화 해줄
전문가 · 기업을 추천. 막연한 요청부터 정말 자신이 원하는 요구까지 가이드 받을 수 있음)
【코멘트】 현재 사회는 정보가 범람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Business Compass]라는 제품은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 동향 및 자사와 경쟁사의
명성, 품평 피해의 유무 등을 분석한 보고서 서비스입니다. 저렴하고 시각적으로도 알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3．주식회사 ebookcloud 대표 稲垣 健二 氏 （http://app1.jp）
【주소】 東京都新宿区高田馬場 3-2-14 天翔ビル 418 【설립】 2014 年 1 月 【자본금】 63,000 千円
【사업개요】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작성 플랫폼 (상품명 : 어플리 원 http://app1.jp 2016.5월 출시)은
누구나 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프로그래밍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기존의 IOS,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ASP 서비스임. 기존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을 쉽게 응용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앱 제작이 3 분에 가능. '모든 기업에 오리지널 앱'이라는 컨셉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개 할
계획입니다. 2019 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코멘트】현재는 스마트폰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 응용 프로그램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안내 할 수 있으므로 웹 사이트보다 5 배나 유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확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앱 개발 비용이 고액이어서 좀처럼 보급되지 않았지만 당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므로 대기업이 다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나가키 회장의 뜻에 따라
발표회에 오신 분들에게 특전을 드린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향후 활동 예정☆★★☆
제 183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시 : 2016 년 12 월 13 일 (화) 13 : 30 ~ 16 : 00 （발표 후 교류회）
■장소 : 학교 법인 이와사키 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横浜市港北区新横浜 2-4-10
발표회 풍경

《감상평》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만약 발표회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NPO 법인 벤처 지원기구 MINERVA
TEL：045-470-8668
(주) TNP 파트너즈 (주) TNP 온더로드
TEL：045-470-8088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