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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19 년 3 월 12 일 （ 화 ) 개 최 장 소 ： 이 와 사 키 확 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1、

(주)익스 페이즈 대표 沼田 恵太郎 氏
발표 General Producer COO 菅野 康一 氏
(http://www.exphase.jp)

【주소】 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3-2-14 신마키마치 빌딩 별관 제일 2F
【설립】

2001 년 10 월【자본금】 3,320 천엔

【사업개요】 [GlobalEC + Brockchain3.0] JAPAN PlatFomer 사업은 일본 아트의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COOLJAPA 의 상징인 만화·애니메이션·전통 공예품을 세계에
판매하는 platformer 입니다. 미일 경매/월경 EC/ 아트 대여하여, 일본 아트크리에이션의
수익 화를 실현합니다. 또한 NEM 공인 블록 체인 3.0 으로 진위 입증 화를 실현하고
일본 아트계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게임 사업에서도 피벗 기업입니다.
【코멘트】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대상이되는 사용자 수는 5 억 4600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로스 앤젤레스에서 일본경매를 처음으로 개최 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제품 수 1000 점 정도를 추정). 장래에는 블록 체인 업체의 IPO 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 (주) 모바일 라이프 재팬 대표 神農 渉 氏 （https://www.mobilelifejapan.co.jp/）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1 쵸메 12 번 32 호아크힐즈아크 모리빌딩 17 층
【설립】

2014 년 4 월

【자본금】

21,000 천엔

【사업개요】 라이프로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당사가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 수첩」의
소개. 보험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 포 멘션을 실현. 음악업계에서 "iTunes",출판업계의
"Kindle",금융 산업의 "Money Forward」, 그리고 보험업계 "보험수첩"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업 기법을 체험 할 수있다. 도입함으로써 대리점 영업 직원의 개인 영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있다. 또한 기존 사용자의 참여를 심화하여 계약 갱신이나 신규 보험 상담을 할 수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고객 개척이 가능하다. 보험수첩은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영업원들께 있을뜻 하면서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향후 보험 회사와의 제휴 등 다방면에
비지네스의 가능성이 내포되여 있습니다.
【코멘트】 당사의 "보험 수첩"은 여러 보험 회사를 걸쳐 계약을 일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고 발생시 원활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 표시가 되어있어 원터치로 보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시책으로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 및 식사 데이터
등의 요구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추가 할 수있게 된다고합니다.

3. 아시아 인재 개발 (주) 대표 趙 松天 氏
【주소】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2-13-26 제일오카 빌딩 2F【설립】 2019 년 2 월
【자본금】 5,000 천엔
【사업개요】
＜IT 인재시장＞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 데이터, 인공 지능 (AI),
IOT, 로봇 등 첨단 IT 기술은 2020 년에는 약 4.8 만명이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IT
인재 시장은 향후 더욱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내용＞
Ⅰ、외국인 IT 기술자 육성사업 Ⅱ、IT 기술자 취업 알선사업
Ⅲ、IT 기술자 파견 사업
Ⅳ、일본 최대급의 아시아 인재 매칭 사이트 운영 기획
【코멘트】 조사장은 일본에 온지 24 년째, IT 기업에 근무, 시스템 엔지니어를하고 오셨다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되었습니다. 일본어 학교 4 교와 IT 인재 육성 업무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중국인, 한국인이 주로 였지만 지금은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학생들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의 IPO 도 시야에 넣고 계셨습니다.

《감상평》
이번에도다양한분야의기업에서
발표를하였습니다.
모든기업이새로운시장을개척하려고하
시니,앞으로의전개가기대됩니다.
앞으로발표회에서발표를희망하시는기
업이있으시면빠른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회장 풍경

☆★★☆ 향후 활동 계획 ☆★★☆
제 206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19 년 4 월 9 일（화） 13：30～16：00
■회 장：학교법인이와사키학원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TEL：045-470-8668
(주) TNP 파트너즈、(주) TNP 온더로드
TEL：045-470-8088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