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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18 년 3 월 13 일 （ 화 ) 개 최 장 소 :이 와 사 키 학 원 (신 요 코 하 마 1 호 관 8 층 )】

1．주식회사 to U 대표 小椋 真実 氏
【주소】 카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쵸 4-57 요코하마 오노쵸 빌딩 8F
【설립】 2016 년 10 월 【자본금】 4,200 천엔
【사업개요】 원격 의료 벤처 기업. 의사와 환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원격 신료 (스마트 폰이나 PC 등 온라인에서 진찰 하여 의약품과 처방전을 집에 있으면서 받을
수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Facebook 및 LINE 으로 자동 응답하는 점포용
간이 채팅 도구를 수탁 개발 하고 있으며, 클리닉, 음식업, 미용 산업, 인재 파견업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의 고객을 끌수있는 도구로 기대할 수 있슴.
【코멘트】 오구라 사장은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 한 것으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통감
했다고합니다. 당시는 아직 의료의 규제가 엄격 또 "원격 의료"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고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 한분한분에 많은 시간을 쓸수 없기 때문에, IT 를 활용하여
상호 대화를 향상시켜 환대 높은 의료를 목표로 해가신다고 합니다.

2．주식회사 시스템 브레인 대표 神田 智一 氏 （https://systembrain.cc/）
【주소】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3-7-1 신주쿠 파크 타워 N30 층
【설립】 2008 년 2 월 【자본금】 30,000 천엔
【사업개요】 수도물에서 유리 코팅액을 용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화 했슴. 현재,
자동차 코팅 기술 (나노 샤인)과 빌딩 관리 기술 (나노 멘테)로 22 개국에 시공 대리점 전개
중. 나노 샤인은 동남아의 Benz, BMW, Audi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리점에 순정 채용되고,
중국에서는 지난해 4 만대의 시공 실적을 올리고 있슴. 한편, 나노 멘테는 황궁 이중교량의
배수로 곰팡이 청소 시공에 채용 된 환경부의 보증이되였슴.또한 UR 도시기구의 지정
제품으로도 선정, 올해는 JR 동일본 등의 열차 세척에도 도입 결정. 이 사업의 근간이되는 코팅
장비를 임대 사업으로 한 주식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 자금 융자 및 해외 대리점
구축을위한 자금 용도로 사업 파트너가 될 수있는 기업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희망하고 있슴.
【코멘트】 이 회사의 기술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노 샤인 '은 수도물이 유리로 둔갑, "나노멘테
"는 떨어지지 않는 얼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랑하는 것은 ① 큰 것을, ② 누가
시공해도 ③ 쉽게 시공 할 수있는, ④ 하수와 오염 · 환경 부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있는 시장은 아직 무한대에있을 것입니다. 향후 IPO 도 시야에 넣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3．주식회사 에스메도 의약 대표 兼次 眞貴子 氏
【주소】 오사카 부 사카이시 키타구 키타오마치 1-2-21-106 【설립】 2011년 9월
【자본금】 17,500천엔
【사업개요】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 식품 등의 제조 · 판매 화장품 및 의약품 포장 재료 등의
제조 · 판매, 의료 컨설팅 등 "보충제 약을 젤리에 넣어 한포화 하여 복용을 안심 안락하게
실시 할 것을 표준화! "
【코멘트】 이 회사의 "젤리 첨부 한포화 포장」을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아이다아 라고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① 복약 관리의 단순화, ② 약제 손실 방지, ③ 약 먹기를 잊지 않고 · 약
남김을 방지되여, 결과적으로 QOL (Quality of Life) 향상에도 연결됩니다. 특히 삼킴 장애가
있는분에게는 잘못 삼키는것을 방지할수 있 습니다. 이 젤리 자체는 3 년간의 품질 보증이
있어서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제 196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8 년 4 월 10 일（화） 13：30～16：00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 2-4-10)
제 197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8 년 5 월 8 일（화） 13：30～16：00
■회 장：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 2-4-10)
회장사진

《감상평》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으로부터 발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업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려고 하시니,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혹시 향후
발표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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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