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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17 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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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시스템즈 대표 山﨑 啓二 氏 （http://www.co2systems.co.jp/）
【주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마치 5-80 가나가와 중소기업 센터 빌딩 7 층 i-702
【설립】 2014 년 2 월 【자본금】 5,000 천엔
【사업개요】
・당사 독자 기술 (특허 출원 중) 무전원 & 소형 다기능형 혼합장치 "워터나노사이클론 🄬 "는 액체와 기체의
울트라 파인 버블 (나노바루부) 혼합이 가능.
・이 기술을 활용한 살균 탈취제생성장치, 인공탄산천 생성장치의 개발 및 제조 판매.
・고농도 산소수, 질소물 연구 개발.
＜살균 탈취제 생성장치 "살균 혁명 🄬"＞
・ 노로바이러스, 독감, O-157 등의 감염 대책에 대해 현재는 차아염소산을 물로 희석하고 있는지, 알코올
제균에 의존하고있는 것이 현실. 혹은 비싼 제균물을 구입.
・ 차아염소산 수용액, 알코올 제균에서는 효과가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인정되고있다 "약산성
차아염소산 살균수" 생성 장치를 전파함으로써보다 확실한 감염관리가 가능됨.
・위생 관리의 일원화 (이 제균물로 모든 균에 유효)가 낮은 운영 비용으로 가능함.
・높은 탈취 효과를 가지고 냄새로 고민하는 시설 (화장실, 쓰레기, 오물)에 대한 제안에도 최적.
＜인공 탄산천 생성장치 "CO2SPA🄬"＞
・ 고농도 탄산천은 혈관확장 작용이있어 많은 질병의 원인이되고있다 "말초혈관장애"에 효과가
있다고되어있음.
・말초 혈관 질환, 욕창, 고혈압, 냉증, 재활, 미용, 미병에 활성화되어있음.
・노인시설, 재활병원, 투석센터, 부유층 등의 제안이 뛰어난 것으로 생각함.
【코멘트】 탄산천중에서도 탄산가스가 1000ppm 이상의 고농도 탄산천은 "요양샘"」라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마자키 사장은 "이 고농도 인공 탄산천 제조 장치는 단순히 물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부담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주셨으면"고 말씀하고있었습니다.

2．주식회사 코렛도 대표 中里 智章 氏 （http://qoled.co.jp/furost/）
【주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츠즈키구 미하나야마 1-30 미하나야마빌딩 3F
【설립】 2015 년 4 월 【자본금】 7,500 천엔
【사업개요】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단숨에 통 본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음. 국내 제조기업과의
제휴로 양산 제품을 출시하고 운동 기록 할 수있는 스마트 폰 운동제품도 양산하고있음. 새로운 IoT
기기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고 있음. 전개속도를
중시하고 많은 기업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북돋워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음.
【코멘트】 이 회사의 주력제품은 목욕용 운동자전거 "furost"입니다. 목욕중 다리타기 운동을하면
운동효과가 나오기 쉽다고 합니다. 나카사토 사장은 "방일 외국인 대상으로 언어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번역 및 관광 안내 등의 지원 기능을 붙인 응용 프로그램을 2020 년 올림픽까지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있었습니다. 메이드 인(츠즈키구 중소 제조업)의 참여 기업과의 연계를 할 수있게되어, 한층 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합니다.

3．주식회사 뿌로메테 대표 渡部 秀一 氏
【주소】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호도구 카마마치 299 번지 48

【설립】 2014 년 7 월

【자본금】 1,000 천엔

【사업개요】
➢ 사업내용：클라우드로 IT 지원 서비스
 필기 문자의 전자화 지원 서비스 (필기 데이터의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사이트 제작 지원 도구 제공
 클리닉을 대상으로 전자의료기록, 의학분야회계, 자동회계서비스
➢ 특색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중소 사업자 클리닉 개호 사업자 IT 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코멘트】 기존 문자읽기는 OCR 가 일반적이었지만이 회사는 필기한 문자를 모양과 문자의 획순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률은 98 %.최근에는 데이터 사회가되고 있지만 아직 종이로 교환을하고있는 세계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문서화에 도모해 가고 싶다고합니다.

《부사장 고 마사토시의 인사말》
여러 단체에서 벤처 어워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벤처 기업에 우열을 평가는 의미가없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각 기업이 가지고있는 아이디어와 도전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사회에 도움이되도록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INERVA 비지니스 플랜 발표회를 통해 여러
분들과 사업이 시작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1 월은 개최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주십시요
제 194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8 년 2 년 3 일（화） 13：30～16：00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요코하마시코호쿠구신요코하마 2-4-10

《감상평》 올해 마지막 사업 계획 발표회여서 인지 많은 분들이 참서와 주셧습니다.
속속 발표 원하는 기업도 모여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과 더욱 깊은 교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일찍하지만 여러분,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NPO 법인 벤처 지원기구 MINERVA
(주) TNP 파트너즈、(주) TNP 온더로드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