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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17 년 9 월 12 일 （화 ) 개 최 장 소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 아타카플랜닝 주식회사 대표 古河 正己 氏（http://www.a-gogo.jp/）
【주소】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이타바 625 【설립】 1995 년 8 월 【자본금】 10,000 천엔

【사업개요】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율 · 손님수) 업에 특화된 솔루션 서비스,
초기조사 및 개선후 지도를 추가함으로써 투자 회수율 97.5 % → 100 %로 개선,일본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개선 서비스,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의 기호 · 시선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요구를
표면화,대기업의 브랜딩을 중소기업에 이용가능한 볼륨에서 제공. 서비스 제공후 5 년 10 년이 지나도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 업종도 많음.
【코멘트】후루카와 사장은"아날로그 시장을 재미있게하지 않으면 일본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함.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
및 신기고객증가를
촉진지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흑자
전환계획"이라는 최강의 지원시스템을 고안함. 제품이 좋으면 팔린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매출이
높아지는 요소는 "사업 디자인의 매력", "제품 본래의 매력", "편의성"의 3 개. 향후 IPO 도 시야에 있고
하십니다.

2．주식회사 제이아크 대표 青木 英憲 氏 （http://www.j-aok.jp）
【주소】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세야구 니쯔바시 318 번지 5 【설립】 1997 년 5 월
【자본금】 60,625 천엔
【사업개요】 ①주로 간호시설 (직영 2 개소, FC12 개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②특징: 간호직의 리하비리스토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령자의 자립지원에 효과가있는 "포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동기계케어 구강케어·영양관리·배설케어 리후레케아을 종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자의 ADL (일상생활동작)의 유지개선을 추진하고있음.③향후전개: "AI 활용
개호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케어 플랜에서 자동으로 간호 계획을 수립 할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 확대를 목표로함.
【코멘트】자립지원 의료전문직'리하비리스토'는 한단계우에의 자립지원을 할수있는 간호전문가.
리하비리스토가 시설에 주는 메리트와 고령자의 ADL 의 유지·개선율을 90 % 이상으로하는 것이
가능함. 회사의 목표는 '사람'과 'AI'의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미래에 IPO 도 시야에 있고 하십니다..

3．주식회사 액티브 앤 컴퍼니 대표 大野 順也 氏 （http://www.aand.co.jp/）
【주소】도쿄도 치요다구 쿠단미나미 3-8-11 아스에 구단빌딩 5F【설립】 2006년 1월
【자본금】 16,000천엔
【사업개요】우리는 지금까지 조직 · 인사영역에서 원스톱 솔루션의 체제를 구축해왔슴. 앞으로의
전개로 2017 년 7 월에 HR 자동화 시스템을 발표했슴.
지금까지 인사정보는 재무 및 영업정보와
달리, 정보의 축적이 적었음. 따라서 속인적 관리 (기억 및 감각)에 의지 할수밖에 없었고, 경영전략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거의 없었음. 7 월 리리스 예정인 HR 자동화 시스템은 인사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축적하고 조직 · 인사 · 인재에 대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클라우드형 인사관리
시스템임. 빅데이터 및 AI 조류를 타고 위해 2010 년도부터 당사가 전개해 온 인사관리 시스템 (현
AMS +)의 전체 리뉴얼 버전.향후 HR 테크(인사×IT) 영역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영역을 확립함. 그리고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서비스에 디지털 솔루션을 추가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인사 솔루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코멘트】이 회사의 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80 %나 절감 가능함. 오노 사장님은 "앞으로 AI 를 탑재해
나가서 업계중 유일하게 자동화에 나설 수있다"고 말씀함. 종업원 100 명 이하의 기업은 클라이언트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개를 희망합니다.

4．주식회사 파루소라 대표 三宅 克 氏
【주소】도쿄도 치요다구 진보쵸 2-13 진보쵸 후지와 빌딩 【설립】 2015 년 1 월
【자본금】 50,500 천엔
【사업개요】전자책 출판 · 판매. 스마트폰에 특화환 독자적인 체재로 콘텐츠 제작과 게시 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UGC 서비스 제공.
【코멘트】미야케 사장님은 원래 출판사의 출신.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델로 「코믹 소설
(그림과 글이 합작) "를 개발. 특징으로는 ①보기 쉬움 ② 척척 읽을 수있음, ③ 틈새 시간도 즐길수
있슴. 고전 문학이나 TV 드라마, 만담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코믹 수준화 할수 있으므로, 장래적으로는
해외 전개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감상평》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발표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AI
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

第 191 回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7 년 10 월 10 일（화） 13：30～16：00
（발표후 교류회）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横浜市港北区新横浜 2-4-10)

（横浜市港北区新横浜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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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