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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17 년 11 월 14 일 （ 화 ) 개 최 장 소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리 바스 주식회사 대표 生田 篤識 氏 （http://www.data-concierge.jp/）
【주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나와다리다쵸 1-1 케이빈 빌딩 2F
【설립】 2005 년 10 월 【자본금】 10,000 천엔
【사업개요】 데이터 지우기 장치의 개발 · 제조 · 판매 · 대여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ERAZER 브랜드로 가와사키 제조 브랜드 인증 제품으로 되여있고 경량 저소음으로 수평 · 수직 량기록
방식의 하드 디스크 대응.
또한 출장 데이터 삭제 서비스로 의한 데이터 삭제 인증서발급, 정보
기기류의 철거 · 재활용까지 제공하고있음. 관공서, 학교, 대기업에 많은 데이터 지우기 장치의 납품
실적 있음. 현재 삭제 매체는 컴퓨터 서버 등의 하드 디스크, DAT, CMT 등 자기 매체가 대상이지만,
자기매체 이외의 기록 미디어에도 업계 최초 서비스를 전개, 스마트 폰과 반도체 메모리, IOT 기기의
데이터 삭제 및 물리적 파괴도 자사 개발의 분리 파괴 장치로 서비스를 시작했음.
【코멘트】 이회사는 데이터 삭제를 주요 사업으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스마트 폰에 도청기를 찾는 사업도 합니다. 도청기는 연간 40 만개 판매 되고있지만 그중
10 % 미만만 찾을수 있다고합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학교에서의 요구가 많아 향후 서비스로 확대
중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2．아이 글로벌 주식회사 대표 山﨑 良輝 氏 （http://3d-shisaku.com/）
발표자 3D 프린터 사업부 기술 부장 安原 和徳 氏 매니저 新井 一弘 氏
【주소】 치바현 치바시 츄오구 중앙 3-13-7 코스모 치바 중앙빌딩 409 【설립】 2010 년 12 월
【자본금】 6,000 천엔
【사업 개요】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지금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보안 비즈니스, 3D 프린터 사업,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최고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 특히, 3D 프린터에 관해서는, 섬유 재료를 조형물로 통합 할 수있는 세계 유일의 프린터임.
따라서 기존 형태 확인에만 머물러 있던 조형물이 제품 · 부품의 수준으로 제공가능.내년에는
금속으로 조형할수있는 3D 프린터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새로운 3D
프린터에 관심이있을 것.
【코멘트】 이 탄소 섬유 재료로 고강 조형을 가능하게 한 3D 프린터의 특징은 "가벼운", "강한",
"빠른"의 3 가지입니다. 적층 피치는 각각의 재료에 의해 100μ, 125μ, 200μ 이 선택 가능하므로, 각
분야에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주로 항공 우주, 자동차, 로봇, 무인 항공기 등).

3．주식회사 교육 네트워크 대표 大笹 いづみ 氏 （http://www.edu-net.co.jp/）
【주소】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츠즈키구치가사키 중앙 8-36 마츠모토 빌딩 502
【설립】 2014 년 6 월 【자본금】 1,500 천엔
【사업 개요】 아이의 인터넷 이용으로의한 범죄피해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상 최고치 (1,736
명)로되였음. 교육 인터넷은 초 중학교을 대상으로 정보 모랄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슴. 작년 출장 수업 횟수가 1,331 회 실태 조사
인원은 73,045 명임. 어디보다 아이들, 선생님, 학교 과제를 이해 해결할 수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슴.전략 목표는 '정보 모라 교육 지원 선구자의 온리원 기업 "5 년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지향적 인 강사 양성 시스템, AI 를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역에 프랜차이즈 모델의 구축을
계획하고있슴.
【코멘트】 大笹사장은 "다른 기업이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주력 철저히 섬세하게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미있어지는 새로운 혁신도 태어난"고 말씀하고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희망으로는
이업종이 되어도 함께 지역 공헌 할 수있을 것 같은 기업을 소개 받고 싶다는 것이 었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제 193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7 년 12 년 12 일（화） 13：30～16：00
（발표후 교류회）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 2-4-10
★1 월은 개최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주십시오！！
제 194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8 년 2 월 13 일（화） 13：30～16：00
（발표후 교류회）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 2-4-10

《감상평》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발표 받았습니다.
어느 기업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길레,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올해 마지막 사업
계획 발표회 입니다. 연말의 바쁜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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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