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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8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17 年 6 月 13 日 （화 ) 개 최 장 소 :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임팩트 월드 주식회사 대표 林 佑二 氏 （http://www.impact-world.jp/）
【주소】 東京都大田区羽田旭町 7-1 BIC あさひ 105 号 【설립】 2003 年 3 月
【자본금】 50,000 千円
【사업개요】
①사업 내용:‘지구의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를 모토로 환경 개선, 보전에 관한 사업 전개.
②특징: 플라즈마 촉매 융합 기술 PACT (Plasma Assisted Catalytic Technology)의 발명자 회사.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전문 회사.
③향후 전개: 현재 B2B 비즈니스에서 출시한 ‘고성능 탈취 장치’, ‘유해 가스 분해 장치’의
글로벌 판매와 유행성 질병용 장비(를 포함한 접촉 감염 대책)의 개발, 판매에 주력 할 예정
【코멘트】 현재 해외에서 오퍼가 많고, 특히 중동 국가에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PACT
장치는 농업, 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전개가 기대됩니다. 농업에서는 에틸렌 가스를 제어 및
분해 할 수 있으며 의료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유독 가스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는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IPO 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2．주식회사 어시스트 대표 西川 心二 氏 （http://www.assist001.co.jp/）
【주소】 神奈川県大和市下鶴間 519-9 【설립】 2009 年 2 月 【자본금】 3,000 千円
【사업개요】 [전부 합쳐서 팔 수 있는 편리한 매입 상점]으로 가구나 가전 등 다양한 물건을
한꺼번에 팔고 싶은 사용자에게 지역 밀착형으로 출장 매입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 월간 10
만 PV 자사 사이트 운영 노하우와 서비스의 리뷰 평가에서 재사용 분야 미디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강점인 WEB 집객력과 서비스력으로 동종 업체 및 관련 업체와의 협력도
예정중. 우선, 물류의 허브가 될 재사용 센터 설립을 올해의 목표로, 향후 업계의 재고를
공유하는 시스템 개발 희망.
【코멘트】 니시카와 사장은 원래 중고차 업계 출신. 중고차 사업과 재사용 사업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이 재사용 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IT 의 요소를 융합시켜, Web 상에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세상에 제공하면 반드시 가치가 있을 것”이 니시카와 사장의 속마음입니다.

3．주식회사 유니버설 스페이스 대표 遠藤 哉 氏 (http://universalspace.jp/)
【주소】 神奈川県横浜市戸塚区戸塚町3002 【설립】 2009年 1月 【자본금】 10,000千円
【사업개요】 전국 규모의 사업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당사의 장점을 살려 일본 최초의 [간병
리폼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중. 당사가 지난 8 년간 시장 참여로 알게 된 것은 아직 전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 업체가 적고, 대부분 부업개념으로 간병 리폼을 하고 있음. 그 결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먼 경우가 많음. 그래서 당사는 현재 행해지고있는 대다수의 간병
리폼 방법을 변경하여 ‘빨리, 싸게, 안심, 안전’ 리모델링을 함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향후의 전개로 IOT 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간병, 돌봄이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음.
【코멘트】 엔도 사장은 원래 주택업자 출신. 건설 및 간호가 결합 된 형태가 [간병
리폼 ]이었다고 합니다. 엔도 사장처럼 참신한 발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없다고 합니다. 엔도 사장의 꿈은 “당사의 서비스가 노인 5 명 중 1 명
꼴로 이용되는 서비스가 되고 그룹 연간 매출 100 억엔, 지방 고용 창출 2000 명”이
목표라고 합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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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9 回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시：2017 年 9 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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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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