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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22 年 6 월 14 일 （ 화 ) 개 최 장 소 ： 대 여 회 의 실 「 신 요 코 하 마 3 초 메 대 회 의 실 」 】

1. 주식회사 CADist 대표자 矢口 宣行 氏、발표자 COO 田中 志門 氏
（https://cadist.co.jp/）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모토하마쵸 3-21-2 헬리오스 세키나이 빌딩 11 층 【설립】 2020 년 6 월
【자본금】 3,000 천엔
【사업 개요】 당사의 3D CAD (3 차원 설계 기술) 도입 지원·트레이닝 스쿨은, 오토데스크제의 3D CAD
「Inventor」, 「Fusion 360」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Autodesk 에서 일정한 지식과 조작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증거인 「오토데스크 인증 인스트럭터」 자격을 갖춘 멤버가 고객의 업무 내용이나 작업 절차에
맞춰 최적의 3D CAD 운용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세미나, 강연회 등을 계기로 많은 제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에 더해 교육기관에도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3D CAD 기술의 확대·발전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코멘트】 3D CAD 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2020 년의
데이터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3D CAD 보급률은, 아직 60%정도라고 합니다. 보급이 안 된 이유로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조작이 어렵다, 사용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기업의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의미로, 기업, 대학, 전문고등학교,
훈련학교 등에서 스쿨을 개최해, 3D CAD 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인트론 스페이스 주식회사 대표자 今井 茂雄 氏 （http://intronspace.com/）
【주소】 도쿄도 아라카와구 미나미센쥬 8-5-7 시라히게니시 R&D 센터 【설립】 2019 년 10 월
【자본금】 9,100 천엔
【사업 개요】 초연성 재료(엘라스토머)와 Bio-Mimic(생물 모방)을 조합한 당사 독자 기술(특허 신청
중)에 의해 쾌적성과 운동성을 실현하고 사회·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배설 처리 웨어」를 제공한다. 초기에는 수술 후 배설
곤란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그 후 액티브 시니어 시장, 간호 시장, 특수 업무 종사자 및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로 전개 예정.
【코멘트】 今井사장은, 전직 INAX 에서 건강 체크 화장실을 개발해, LIXIL 로 화장실 시스템/서니테이션에
관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동사의 「배설 처리 웨어」 착용 실험을 실시했는데, 「착용감이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올 여름부터 양산을 위한
실증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타깃으로는 전립선암 수술 후(3~6 개월) 소변질환 문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래적으로는, 글로벌로도 전개해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3． 싱크랜드 주식회사 대표자 宮地 邦男 氏 （https://think-lands.co.jp/）
【주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닛신쵸 7 번지 1 가와사키닛신쵸 빌딩 9F 【설립】 2014 년 2 월
【자본금】 90,000 천엔

【사업 개요】 당사는 광학기술과 전기신호처리기술, 나아가 그 제어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기능 광계측기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사업 단독으로는 이미 흑자화가 되었다.
당사의 향후 크게 흥행할 아이템으로서 마이크로니들 사업이 있으며 특수 레이저 가공 기술을 활용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중공형 마이크로니들을 의료용 및 미용용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그 두 가지용도에 있어서, 향후 국내외에서 활용될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코멘트】 동사 마이크로니들의 우위성으로서는 타사가 성형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반해
레이저 가공으로 홀 가공이 가능(중공형)하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세계 유일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판매하고 있는 미용용
시제품 『Seleia』를 사용해 보았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계속 붙여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회사의
제품은 순식간에 끝나버려 스트레스가 없고 쾌적했습니다. 장래에는 IPO 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감상】
이번 발표회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발표 기업이 많았던 것
같아 오랜만에 행사장이 가득 차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려는 기업이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최근, 발표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찌감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향후 활동 예정 ☆★★☆
제 239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2 년 7 월 12 일（화） 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8 월은 여름 휴가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습니다.

제 240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2 년 9 월 13 일（화） 13：30～15：00
■장 소：대여 회의실 「신요코하마 3 초메 대회의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