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34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 2022 년年 2 월 8 일 （화 ) 개최  장소：대여회의실「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  
 

 
 
 
 
 
 

 

 

 

 

 

 

 

 

 

 

 

 

 

참고 자료 

 

1. KINDLER 주식회사 대표자 門脇 明日香 氏 （https://www.gokindler.com/）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스 1-19-19 에비스 비즈니스 타워 10F 【설립】 2017 년 8 월 

【자본금】 35,160 천엔 

【사업 개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얼굴·피부의 색감 및 화상 인식 연구개발을 통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AI 페이스스캔진단(R)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포켓(스마트폰이나 태블릿)속에 당신의  

전속 미용어드바이저로서 누구나 아름답고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AI 상담과  

관련된 EC 샵과 미용 상품을 기획·개발·운영해,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저 획득과 보다 좋은 미용 상품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미용상담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40%나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 중에서 『테크놀로지로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미용 카운셀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운슬러의 머릿속을 가시화하여 AI 화하고, 

그것을 접객 DX 기능으로서 개발. 24 시간 코로나를 신경 쓸 일 없이 언제든지 아바타가 대응해주므로 스트레스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마켓에도 진출하고 싶다고 합니다. 

2. 에어 브라이덜 주식회사 대표자 遠山 純生 氏 （https://airbridal.jp/）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신교 1-12-9 신바시 플레이스 7F 【설립】 2018 년 4 월 

【자본금】 98,000 천엔 

【사업 개요】 DX 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고 저렴한 가격에 쉽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브라이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전환으로 저렴하다거나 나쁘다거나 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BtoC 에서 업무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BtoB 로  

전개하여 전방위적인 플랫폼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현재, 심각한 결혼식 기피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①고액의 비용,  

②불투명한 가격,③번거로운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식을  

포기했던 신랑신부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Z 세대(20~26 세)의 의식·행동 변화,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SNS 의 보급으로 

정보격차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하여, 타겟으로서 가까운 기업, 지금부터 브라이덜 서비스를 전개하고 

싶은 기업, 음식점 등의 소개를 희망하였습니다. 

2022/2/15 

3． Matrix Engine 주식회사 대표자 渡辺 浩志 氏 （https://www.matrixengine.jp/） 

【주소】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도미사와쵸 10-13 Work Edition Nihonbashi6F 【설립】 2019 년 12 월 

【자본금】 10,000 천엔 

【사업 개요】 10 년 후에 1000 억대를 바라보는 IoT 시장. 그 HMI 디자인에 필수가 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그 개발을 위해 기존에는 고도의 노하우와 복잡한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당사가 자체 개발한 GUI 빌더 「Matrix Engine」으로 GUI 개발은 극한까지의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경량성, 멀티플랫폼 등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IoT 시대 GUI 개발의 표준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멘트】 모든 디바이스가 향후 10 년안에 DX 화 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GUI 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체와 더불어, 많은 하드웨어에 GUI 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는 공업, 농업, 가전, 의료 등의 IoT 전반에도 파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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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감상】 
올해 첫 비즈니스 플랜 발표회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온라인 참가보다 

회장으로 와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이번에 등단해주신 기업님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발표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몇 달 후까지 발표 기업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향후 활동 예정 ☆★★☆ 

제 235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2 년 3 월 8 일（화） 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제 236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장소 사정상 4 월은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합니다 

■일  시：2022 년 4 월 19 일（화） 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https://www.gokindler.com/
https://airbridal.jp/
https://www.matrixengine.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