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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 224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21 년 2 월 9 일 （화 ) 개 최 장 소 ： TIME SHARING 신요코하마 A】

1. 밸류 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자 日野 利信 氏 (http://value-solution.co.jp)
【주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혼마치 1-4-1 메종혼마치 203 【설립】 2015 년 5 월
【자본금】 49,500 천엔
【사업 개요】 당사는 전자기기의 동결대책 기기를 설계,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기의 동결
감시에 있어서의 전원 제어에 관해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사용처로는 철도회사의
감시카메라·건널목 시스템 동결 대책 및 고속도로 역주행 탐지 센서 등과
호텔 와이파이 시스템 등에 많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문의가 많아서 향후,
해외전개를 시야에 두고 자금조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동사는 작년,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결과,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동사
제품의 우위성은 Port 감시를 할 수 있고 전원을 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설치 요구가 많은 곳은 경비 절감,
생명에 관련된 시스템의 동결 대책이라고 하며, 현재 종래 모델의 절반 이하 사이즈의 소형화판을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2. SHANRI 주식회사 대표자 坂井 香璃 氏 （https://shanri.co.jp/）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1-22-3-905 【설립】 2019 년 8 월 【자본금】 1,660 천엔
【사업 개요】 「의료와 건강에 관한 환자의 자유로운 말」과 「의사나 의료 종사자가 사용하는 의료
언어」를 집어 넣은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과 그것에 AI 나 매칭 기술을 활용한 의사용 전자
진료기록카드에 대한 리얼타임 음성 입력 서비스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坂井사장은 의료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창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와 의사의 말을 실시간으로 음성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미래 비전으로서는, 「의료와 건강에 관한 살아있는 언어가 모인다」라고 하며, 의료, 여행,
부동산, 시큐러티, 미디어, 보험 업계로의 전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래적으로는 IPO 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3. 크리스탈 메소드 주식회사 대표자 河合 継 氏 (https://crystal-method.com)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쿠단 4-1-14 쿠단키타 TL 빌딩 5 층 【설립】 2008 년 4 월
【자본금】 9,050 천엔
【사업 개요】 당사는 AI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로 세상에 부가가치를 계속 쌓는 것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 공장에서 불량품
검지나 로봇화의 기계 학습·강화 학습 등의 태스크나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인공지능학회, 정보처리학회 등에서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동사는 제조업에 AI 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동차용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eep AI Copy, HAL3(AI 플랫폼), 음원 분리·이음, 2D·3D 외관 검사 서비스의 제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사와의 차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장용으로 공장에서 도입이 용이하도록 PLC 를 이용하여, 공장의 메인 컴퓨터와
접속하여 검사하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부이사장의 인사】

☆★★☆ 향후 활동 예정 ☆★★☆

올해 첫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를 개최하였기에
인사드립니다.MINERVA 에서는 20 년간 현장에서
발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인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3 월 발표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 225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1 년 3 월 9 일（화）
13：30～15：00
■장 소：『 TIME SHARING 신요코하마 A 』
요코하마시코호쿠구신요코하마 3-7-7
신요코하마 아리나도오리 빌딩 5 층
제 226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1 년 4 월 13 일（화）
13：30～15：00
■장 소：『미정（신요코하마 주변）』

【감상】 이번에는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개최했습니다만, 무사히 마쳐서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기대됩니다.
향후 발표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