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28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2021 년 6 월 8 일 （화 ) 개최  장소：TIME SHARING 신요코하마 A】 
 
 
 
 
 
 
 

 

 

 

 

 

 

 

 

 

 

 

 

 

 

 

 

 

 

 

참고자료 

1. 주식회사 ZenmuTech 대표자 田口 善一 氏  (https://zenmutech.com/) 

【주소】 도쿄도 주오구 긴자 8-17-5 아이오스 긴자 804 【설립】 2014 년 3 월 【자본금】 100,000 천엔 

【사업개요】 

1. 세계 최초, 일본 최초의 보안 솔루션 "ZENMU"의 개발·판매 

2. 암호화한 채로 계산 가능한 비닉(비밀) 계산 "QuaryAhead"의 개발 및 판매 

3. 상기에 부수되는 컨설팅 제공 

■비밀 분산 솔루션 "ZENMU (젠무)" 

AONT 의 비밀 분산 기술을 기본으로 한, 유저가 의식하지 않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쳐. 정보를 의미없는 데이터로 변환한 후 여러 개로 분할(무의미화)하여 분산 보관함으로써 정보유출을 없앱니다. 

■비닉계산(비밀계산) 

비밀 분산 베이스의 Multi Party Computation 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모든 경로에서도 복합적으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측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타구치 사장의 「정보는 필요할 때만 의미있는 것으로 하고, 불필요한 때에는 무의미화하는 것으로, 『정보의 

안전』을 당연하게 느끼는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인간이 관여하는 것이었지만, 동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정보를 비밀로 한 채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안심입니다. 

2. 제넥스트주식회사 대표자 笠原 一 氏        （https://genext.co.jp/） 

발표자 取締役 山地 瞭 氏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신요코하마 3-18-3 신요코하마 KS 빌딩 9F 【설립】 2009 년 7 월 

【자본금】 223,550 천엔 

【사업 개요】 기업용 도로 교통법 준수 앱「AI-Contact」（https://ai-contact.j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켜고 운전함으로써 그 차량이 

얼마나 교통 룰을 지켜 운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안전 운전을 재촉합니다. 

【코멘트】 동사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는 연간 30 만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그 중 약 100 명 중 1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주로 도로 교통법 위반 유무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에 동사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사고나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컴플리언스 의식이 높은 기업 등이라고 합니다. 

2021/6/11 

3. HOURS주식회사 대표자 太田 憲利 氏  (https://www.hours-inc.com/)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해안 1-11-1 뉴피아 다케시바 노스타워 14F 【설립】 2016 년 2 월 

【자본금】 51,339 천엔 

【사업 개요】 「사물의 연결로 부터 사람간 연결을 재구축한다」를 비전으로 피가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만드는 마이크로 커뮤니티 플랫폼(HOURS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주목받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도,  

실제로 주파수가 맞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각각의 특기분야를 가진  

마이크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가시화하고 자산화해 나간다는 모델입니다. 

인스타 팔로워 10 만 명이나 유튜브 구독자수 100 만 명보다 HOURS 메이트가 1 천 명 있는 게 스테이터스(정신성이 보다 높은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가 되는 시대. 모든 것이 온라인화, 기계화 되어 가는 가운데, 한가한 시간을 주체할 수 없고, 또한 

직장이나 학교가 아닌, 자신다운 커뮤니티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의 「꼭 사람이어야 하는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춘 커뮤니티 SNS 서비스입니다. 

【코멘트】 동사 앱의 메리트는, 주최자측 입장에서는 커뮤니티끼리의 접속을 안심하고 모집할 수 있고, 참가자 입장에서는 

리얼하지만 안심하고 간편하게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 버린 현재, 각각의 

커뮤니티의 존재 의의나 존재 가치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 향후 활동 예정 ☆★★☆ 

제 229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1 년 7 월 13 日일（화）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우)222-0033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신요코하마 3-19-14 카세 빌딩 118-2 층 

(JR 요코하마선 「신요코하마」역에서 도보 3 분,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신요코하마」역에서 도보 3 분) 

【감상】 이번에도 여러 분야의 기업이 발표해 주셨으며, 모든 기업이 새로운 마켓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기에, 향후 

전개가 기대됩니다. 만약 발표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zenmu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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