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33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 2021 년年 12 월 14 일 （화 ) 개최  장소：대여회의실「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  
 

 
 
 
 
 
 

 

 

 

 

 

 

 

 

 

 

 

 

 

참고 자료 

1.니시카제기엔 주식회사 대표자 西浦 信一 氏 （https://nishikazegiken.jimdo.com/） 

【주소】 도쿄도 후쿠오시 후쿠오 517-4 【설립】 2015 년 5 월 【자본금】 1,000 천엔 

【사업개요】 재생에너지 관련, 반도체 장치 관련 기술 기획, 개발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반도체 장치 관련 기술 기획, 개발 기업.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동 발전은, 몇 개의 과제로  

부터 지금까지 실용화 예가 적다. 당사에서는 전자유도와 역자 왜곡효과를 겸비한 발전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충전도 가능한 높은 발전능력,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방식을 특허화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업화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코멘트】 진동 발전은 야외 IoT 에 최적이지만 전원이 키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의 진동발전은 동력 

향상, 슈퍼 커패시터에 대용량 충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특허는 이미 취득이 완료되었으므로 

사회 인프라에 관한 제품군 수직 설립을 기획 중이라는 것. 이 구조를 내장한 IoT 제품을 개발/판매해 줄 기업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2. 주식회사 Kort Valuta 대표자 柴田 秀樹 氏 （https://www.kortvaluta.com/） 

【주소】 도쿄도 메구로구 가미메구로 3-6-18 TY 빌딩 5F 【설립】 2014 년 8 월 【자본금】 397,500 천엔 

【사업개요】 클로즈드 마켓을 대상으로 VISA 선불카드 발급 및 결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원증 겸용의 선불 뿐만 아니라 진찰권, 회원증, 학생증 등에 대한 서비스 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급여의 디지털 지불]에 대하여 재빨리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멘트】 'Kort Valuta'라는 회사명은 스웨덴어로, '카드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합니다. 동사의 강점은,  

게이트를 나와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된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싱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부동산, 병원, 지방 자치단체, 금융기관을 소개받고 싶다고 합니다. 

2021/12/21 

3． 주식회사 레크메드 대표자 松本 正 氏 （http://reqmed.co.jp/） 
【주소】 도쿄도 마치다시 모리노 1-7-23 다이키생명 마치다빌딩 2 층 【설립】 1998 년 5 월 

【자본금】 380,000 천엔 

【사업개요】 당사는 Unmet needs 의약품에 특화된 의약품 개발, 후기 개발 스테이지의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자사에서 끝까지 개발하여 제조판매 승인을 받은 후 자사 판매와 위탁판매를 조합하여 수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라이센스 비즈니스보다 큰 기업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합니다. 
 적응증상 개발 단계 

1．콜산 선천성 담즙산 대사이상증 ※1 제조판매 승인 신청 준비중 

2．펜토산 변형성 슬관절증 후기 제 II 상 시험 시작 

3．펜토산 무코다당증, 무코 리피도시스 ※2 후기 제Ⅱ상 시험 종료 

4．펜토산 HTLV-1 관련 척추증 ※2 전기 제Ⅱ상 시험 종료 

5．Eltoprazine L-DOPA 유발 Dyskinesia ※2 전기 제Ⅱ상 시험 종료 

※ 1 : 희귀 질병용 의약품 지정 완료  ※ 2 : 희귀 질병용 의약품 지정 신청 예정 

【코멘트】 이번에는 松本씨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동사는 발전기에 들어갔으며, 복수의 임상 후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①장래에 IPO 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3 년간 후기 개발품을 진행시킬 개발 자금, ②자사 개발에 따라, 긴급히 

증원하고자 한다, ③향후의 적시 개시 체제 강화를 향해서, 관리 부문을 강화하고 싶기 때문에, 각각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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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고 부이사장으로부터의 인사】 
올해도 코로나로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참여자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후로는 회장 참석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는 어려운, 횡적인  

연결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올해 마지막 발표회였으며, 내년에는 2 월부터 

진행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될 지 

아직 모르지만 온라인과 회장참가를 병용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소개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상】 금년 마지막 발표회였습니다만, 라인, 

회장참가를 합하여 약 40 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매력있는 기업에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말연시 보내세요. 

☆★★☆ 향후 활동 예정 ☆★★☆ 

제 2343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2 년 2 월 8 일（화） 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https://nishikazegiken.jimdo.com/
https://www.kortvaluta.com/
http://reqmed.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