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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17 年 5 月 9 日 （화 ) 개 최 장 소 :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주식회사 그루브 노츠 대표 最首 英裕 氏 （https://www.groovenauts.jp/）
【주소】 福岡県福岡市中央区今泉 1 丁目 19 番 22 号 天神 CLASS3F
【설립】 2011 年 7 月 【자본금】 565,250 千円
【사업개요】 심층 학습을 사람이 아닌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AGELLAN
BLOCKS]의 제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고급 기계 학습을 제공하여 금융, 유통, 제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글로벌
판로를 기대. 심층 학습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나 부서로부터의 연락 희망.
【코멘트】 당사의 [MAGELLAN BLOCKS ]는 뇌의 구조를 모방 한 것으로, 20 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구글의 파트너로 지정됐으며, 공동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업무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결과 도출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인식이 있으면 심층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 회사의 전력 수요 예측,
이상 예측, 은행의 DM 발송 판정, 금융 주가 예측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담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히카리렌타 주식회사 대표 井口 通雄 氏 （http://hikari-renta.com/）
【주소】 千葉県千葉市稲毛区柏台 1-5 【설립】 2012 年 5 月 【자본금】 10,000 千円
【사업개요】 ‘100 년 후의 아이들과 지구를 위해 LED를 보급하여 밝은 미래를! ’을 컨셉으로 LED
조명의 임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LED의 도입은 구매 설치 공사 등이 필요한 초기 투자가
걸림돌이었으나 당사는 LED 조명을 렌탈로 제공함으로써 그 도입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급 촉진,
Co2 의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코멘트】 이구치 사장의 전직은 보험업이었다고 하는데, 그 경험을 살려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LED 를 보급 할 수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고 골몰한 결과, 1 개 100 엔에
렌탈하자는 아이디어에 착안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행한 결과, 대부분이 해약없이 계약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플랫폼을 형성하여 사업을 확대 해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IPO 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주식회사 매니지먼트 시스템 대표 鴫原 育子 氏 （http://www.msioc.co.jp/）
【주소】 茨城県ひたちなか市春日町8-4 【설립】 2009年12月 【자본금】 20,000千円
【사업개요】 버스 이용자 관점에서 개발한 버스 위치확인 시스템 [보이는 버스]를 출시. 이용자의
현재 위치 주변의 버스 정보를 원터치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 버스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는 있는지, 늦는 것인지 등을 시각화 가능. 시간표와 노선도 표시되며,
여행지에서도 사용 가능.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버스 이용자의 증가를 도모, 일본의 대중
교통에 새로운 타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 또한 [보이는 버스]는 주변 정보 전달 기능도
있으며, 지역 정보 제공의 원천 허브역활로도 사용 가능. 지역 업체 정보, 관광 등의 이용이
기대되며 그 외에도 간호 분야와 유치원 등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에도 소개를 확대 예정.
【코멘트】 시기하라 사장은 서두에 “원래이 서비스는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나 노인 분들도 쉽게 사용하셔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실례로는 모리 야시의 노선 버스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평판도 좋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축적은 향후 빅 데이터의 활용에도 연결 것 같습니다. 향후 IPO 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활동 계획☆★★☆
제 188 回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시：2017 年 6 月 13 日（火） 13：30～16：00
（발표 후 교류회）
■회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横浜市港北区新横浜 2-4-10
제 189 回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시：2017 年 7 月 11 日（火） 13：30～16：00
（발표 후 교류회）
■회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横浜市港北区新横浜 2-4-10

《감상평》
이번에 발표해 주신 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착하고
있는 듯하게 느꼈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가 기대됩니다. 발표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수개월 앞까지 발표기업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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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