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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2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 2022 년 11 월 8 일 （ 화 ) 개 최 장 소 ： YOXO BOX 】

1. 가나가와 경제신문 합동회사 대표자 千葉 龍太 氏 （https://kanakei.jp/）
【주소】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주오구 주오 3-12-3 사가미하라 상공회관 본관 【설립】 2013 년 7 월
【자본금】 1,000 천엔
【사업 개요】·창간 10 년째의 신문 벤처.월간 지역경제지 「가나가와 경제신문」발행. 대기업 매체에서는 다룰 수없는
현내의 중소·소상공인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 취재. 매월 1 회의 신문(종이매체)을 발행합니다. 이로써,열심히
해도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신문을 통한 정보발신(홍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신문 발행에 의해
지역의 기업 정보를 지역 경영자에게도 전달함으로써 연계의 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초사양 활자(신문) 업계에서 굳이 창업에 도전. 일본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경제지를
실현. 신문 발행업의 틀을 넘어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취재활동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과제 해결로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금번부터 지금까지의 착실한 취재 활동으로 길러 온 정보와 향후의 계속적인 취재 활동을 살려, 「현내의 산업을 보이는 화」하는,
현내 최대급의 산업 정보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코멘트】 동사는, 굳이 신문(종이 매체)에 집착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객관성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간 누계 400 개의 현내 기업의 발굴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0 건의 비즈니스 매칭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 지원 기관으로의 뉴스 발신을 계기로 현내 기업과 대만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바 대표는 「현내 중소기업이 더욱 빛났으면 좋겠다, 가나가와로부터
메이드 인 재팬의 부활을!」이라는 뜨거운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2. 파마바이오주식회사 대표자 草野 仁 氏 （https://www.pharmabio.co.jp/）
【주소】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 2-1-3 어반넷 니혼바시 2 초메 빌딩 10 층
【설립】 1978 년 4 월 창업, 2010 년 10 월 제 2 창업 【자본금】 70,000 천엔
【사업 개요】 당사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개발제조 수탁기업(CDMO)으로서 2018년 10월부터 가와사키 도노마치
킹스카이 프런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제조 수탁 노하우를 살려 재생의료 창약사업을
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당사의 기반 기술은, 인공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포 시트 제조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다양한 세포종 에도 대응
가능한 시트 기술 때문에 폭넓은 질환에 응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동종) 지방조직 유래 간엽계 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시성 망 맥락막 위축에 대한 치료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으로 연내 첫 번째 치료로 향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자금조달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본 시험의 개시는 당사의 상장에 대한 큰 한 걸음이나 되는 만큼 여러분의 지원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이번에 근시성 질환에 주목한 이유로는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근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일본국내 환자 수가 70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령 황반변성증에 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주식회사테크노라보 대표자 林 光邦 氏 （http://www.techno-labo.com/）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아오키초 6-19 마크 레지던스 상용동 1 층 【설립】 2008 년 8 월
【자본금】 6,000 천엔
【사업 개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업사이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주운 쓰레기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봉사단체를 금전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자신의 생활에서
소중히 사용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금까지
싫어하던 존재를 쓰레기 표착지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지역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로써의 구조를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コ メ ン ト 】 동사는 플라스틱 메이커로서 창업 17 년째의 회사.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버릴 수 없는 프로덕트』로,
『buφy(브이)』라는 브랜드를 붙였습니다.『buφy(브이)』에는 바다에서 떠다니고,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원료 채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욕실용품, 범용 스테이셔너리 트레이, 코스터 등,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감상】 이번에도 각각의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의 발표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찌감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향후 활동 예정 ☆★★☆

제 243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2 년 12 월 13 일（화） 13：30～15：00
（행사장 참여만 15:30~명함 교환회）
■장 소：YOXO BOX(요쿠조박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6
ICON 칸나이 (1 층)
(시영 지하철 간나이역 도보 3 분, JR 간나이역 도보 3 분, 미나토미라이선
니혼오도리역 도보 7 분)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