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시회 개최 보고서

2018년 10월 24일-26일
일본, 마쿠하리 멧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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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요
 총칭: 제9회 Japan IT Week Autumn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6일(금)
 시간: 10:00 -18:00 (26일은 17:00에 종료)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멧세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홈페이지 : https://www.japan-it.jp/autumn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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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결과
일본을 대표하는 IT 전문 전시회/컨퍼런스인 Japan IT Week의 2018년
마지막 시리즈가 아래와 같은 결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0 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
30 세션의 세미나 개최
653 개 기업이 참가
36 개국 53,212 명 참관객이 방문
19,707 명 컨퍼런스 청강
125 명 미디어 관계자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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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Japan IT Week Autumn의 실제 전시장 안내도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전시장 평면도

제9회 Japan IT Week Autumn 전시회는 총 10개의 IT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었으며, 각 전시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IT 분야를 다뤘습니다.
1) IoT/M2M

6) 정보 보안

2) AI & 업무 자동화

7) 데이터 센터

3) 클라우드 컴퓨팅

8) 점포 IT솔루션

4) 모바일 솔루션/디바이스

9) 웹 & 디지털 마케팅

5) 빅데이터

10) 전자상거래 솔루션

Japan IT Week Autumn은 포괄적인 IT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나고자 하는 IT
전문가들에게 이상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9년 전 2010년
가을에 시작된 본 전시회는 규모의 확대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높아지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시회에서는 IT산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자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IT 분야를 추가하여 <제1회
점포IT 솔루션 엑스포>와 <제1회 AI & 업무 자동화 엑스포>를 신규
개최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제1회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와 <제1회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가 추가되어 더욱
매력적인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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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 1 = JPY 110.39, 2018년6월 환율로 계산.

653 사 참가

53,212 명

1억3,630만달러*

참가사 수

참관객 수

현장 거래 실적

제9회 Japan IT Week
Autumn는 참관객 수
53,212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의 집객
결과와 비교하여 약 3,900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전
세계 36개국에서 본
전시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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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Japan IT Week
Autumn의 최초 개최 이래
지속적으로 참가사 수와
전시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653사의 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의 참가사 수로
개최 되었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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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T Week Autumn 2018
컨퍼런스
Tasks AI can automate
and cannot automate
Akira Shibata
Chief Data Scientist
DataRobot Inc.

Bosch is connecting
the future
Klaus Meder
President & Representative Director
Bosch Corp.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RM

How Digitalization Transforms
Manufacturing ～Example of GE
Brilliant Factory Hino～

Adam Blitzer
EVP and GM, Sales and Service Clouds
salesforce.com

Atsushi Morimoto
General Manager
Global Order Operation Asia Pacific
GE Healthcare Japan Corp.

AI & 업무 자동화
정보 보안
“Innovative Technology” will
provide safety for the connected
world accelerating by 5G network
Hirotaka Sakajiri
Technology & Product Senior Vice President
Blue Planet-works, Inc.

The Ultimate Defense Against
the Next Technical Tsunami
Gabe Deale
WW VP of Sales Engineering
CISSP Cylance

IoT/M2M
점포IT 솔루션
The Upgrade Al Brings to
Retail Industry
Wang Xinlei
DeepBlue Technology
(Shanghai) Co., Ltd.

Our Challenges to
“Digital Lawson”
Kunitsugu Makino
Deputy Senior Vice President
General Manager, Open Innovation Center
Laws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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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사 코멘트

제9회 Japan IT Week Autumn은 IT 업계 전반의 다양한 참가사를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참가사들의 피드백입니다.

5월, Japan IT Week Spring에 참가한 후,
올해 7월 일본 지사를 개설하여 일본 내 잠재
“올해
“
Japan IT Week 전시회 시리즈에 연속해서
고객의 발굴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확장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이번 Japan IT Week
Autumn에도 출품했습니다. 봄 전시회를 통해
2건의 샘플 주문 (모니터 (32/72인치))이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가을
전 시 회 를 통해 서 는 50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더욱 큰 부스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Ryan Ma, President
- FAYTECH TECH.CO., LTD. (중국)

결과적으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90사
이상의 잠재적 거래처와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일본 상장회사의 많은
임원들이 부스에 방문하여 자사 제품에
관심을 갖는 모습에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사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

”

Takehito Watanabe, Country Manager
- TUFIN (이스라엘)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일본 시장
ESC 와 MSME 의 지 원 으 로 구 성 된 인 도
“ 일본
조사를 목적으로 본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 파빌리온에 5개 업체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 리투아니아와
같은 해외 기업들과도 매일 5-6건 이상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높은 잠재력의 사업
파트너를 찾아 전시회 성과에 매우 만족하며,
다음 전시회에도 꼭 참가할 예정입니다.

Japan IT Week Autumn은 잠재 고객의 발굴
외에도 일본 IT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자사는 본
전시회를 통해 적어도 1사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며, 가까운 미래에
일본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Krzysztof Tomczak, Senior Consultant
- Makigami Systems (폴란드)

Shaiju Kumar G, Director
- TOSIL SYSTEMS (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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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코멘트

“

Japan IT Week Autumn에서 IT 업계의
벨류체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감명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포괄 할 수 있는 IT 협업 기회를
찾는 경우, 단연코 Japan IT Week가
최우선 순위에 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

Huang Tian, Director of Marketing
– Dal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ervice Center

모든 전시회와 컨퍼런스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참관객으로서 참가사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시 Japan IT Week
전시회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Munkhbaatar Mendbayar,
Senior IT & Automation Specialist
– Erdenet Mining Corporation

”

“

전시회와 컨퍼런스가 매우
흥미롭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자사에서 단체로 참관한 12명 모두
이번 전시회 방문에 만족했습니다.
Eliza Ng, Director of Human Resources
– Fuji Xerox (Hong Kong) Limited

”
9

제휴 파트너사
플래티넘 미디어 파트너

골드 미디어 파트너

전체 미디어 파트너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투어 파트너

투어 파트너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10

2019년 전시회 스케줄
2019년 Japan IT Week Osaka
일정: 2019년 1월 23일-25일
장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https://www.japan-it-osaka.jp/en/
개최 규모:
350사 참가 / 30,000명 참관(예상)

2019년 Japan IT Week Spring
1부
일정: 2019년 4월 10일-12일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https://www.japan-it.jp/en/
개최규모:

620사 참가/ 40,000명 참관(예상)

2부

일정: 2019년 5월 8일-10일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https://spring.japan-it.jp/en/
개최규모:

1,180사 참가 / 70,000명 참관(예상)

2019년 Japan IT Week Autumn
일정: 2019년 10월 23일-25일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멧세
https://www.japan-it.jp/autumn_en/
개최 규모:
780사 참가 / 55,000명 참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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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Japan IT Week Osaka
전시회를 방문하세요!
2019년 Japan IT Week Osaka가 1월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3번째로 발전된
도시이며, Japan IT Week Osaka는 서일본 지역 최대의 IT 전문
전시회입니다. 본 전시회는 하기 8개 IT 전문 분야별 전시회가 동시
개최되어 각종 IT 분야를 한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므로 일본
서부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시는 참가사와 참관객
여러분들께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 1월, Japan IT Week Osaka에서 최신 IT 트렌드를 확인하세요!

・일정: 2019년 1월 23일(수)-25일(금)
・장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apan-it-osaka.jp/en/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구성:
- 제2회 AI & 업무 자동화 엑스포 Osaka
- 제2회 점포IT 솔루션 엑스포 Osaka
- 제3회 IoT/M2M 엑스포 Osaka
- 제3회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 Osaka
- 제3회 정보 보안 엑스포 Osaka
- 제3회 Web & 디지털 마케팅 엑스포 Osaka
- 제3회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 Osaka
- 제3회 모바일 솔루션 엑스포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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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참가 정보
부스 참가 신청 매진 임박!
제9회 Japan IT Week Autumn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다음 전시회의 부스 신청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참가사의 비즈니스 만족도가 반영되어 다음 전시회인 제3회 Japan IT Week Osaka,
제28회 Japan IT Week Spring, 제10회 Japan IT Week Autumn의 부스 신청이 이미 70-90%이상
완료되어 현재 신청 가능한 부스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사전 부스 참가 신청 카운터에서 촬영한 하기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킹이 완료된 부스입니다.
(10월 26일 17시 시점 부스 신청 현황)

2019년 1월

Japan IT Week Osaka

2019년 4월 & 5월

2019년 10월

Japan IT Week Autumn

Japan IT Week Spring 1부 & 2부

예약 가능한 부스 정보를 원하시면 전시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tweek-autumn@reedexp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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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부스 참가 문의: itweek-autumn@reedexpo.co.jp
스즈키 하지메/ 김 대영

스즈키 하지메

김 대영

참관 문의: visitor-eng.it@reedexpo.co.jp
김지원(Ms.)

보도 / 취재 / 파트너 제휴 관련 문의:
jiw-pr-eng@reedexpo.co.jp

카미야 치사토(Ms.) / 김지원(Ms.)

* * *
전화번호: +81-3-3349-8504
주소: 18F Shinjuku-Nomura Bldg., 1-26-2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570,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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