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시회 개최 보고서

[제1부] 4월 10일 – 12일
[제2부] 5월 8일 – 10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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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요
 총칭: 제28회 Japan IT Week Spring
 일정: [제1부] 4월 10일-12일 / [제2부] 5월 8일-10일
 시간: 10:00 – 18:00 (마지막날은 17:00에 종료)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홈페이지 : https://www.japan-it-spring.jp/en-g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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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eek는 일본 최대 규모의
“ Japan
전시회로 신규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시회 시작
전에 항상 내년도 전시회 참가 신청을
위해 부스 위치를 예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시회에 참가 할
예정입니다.

”
ASUS,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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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결과
올해 Japan IT Week 봄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2회에 걸쳐 개최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제1부]

[제2부]

2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

11 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

23세션의 세미나 개최

31세션의 세미나 개최

507사 참가

1,059사 참가

34,285명 참관

66,205명 참관

12,188명 세미나 청강

20,948명 세미나 청강

176명 미디어 관계자 방문

215명 미디어 관계자 방문

전시회장 안내도

전시회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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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507사 참가
2부: 1,059사 참가

1부: 34,285명 참관
2부: 66,205명 참관

참가사 수

1부: 1억3,590만 달러*
2부: 2억5,360만 달러*

참관객 수

현장 거래 실적

* 달러 환율 기준 USD 1=JPY 110.39, 2018년 6월 기준(예상).

[제1부]

[제2부]

 해외 참관객 수 상위 10개 국가/지역
1. 중국
2. 한국
3. 대만
4. 미국
5. 싱가포르
6. 홍콩
7. 이란
8. 독일
9. 필리핀
10. 말레이시아

1. 한국
2. 중국
3. 대만
4. 방글라데시
5. 베트남
6. 미국
7. 태국
8. 홍콩
9. 스리랑카
10. 필리핀

 직책별 참관객 구분

35%

40%
60%

65%
관리자급

기타

전체 참관객의 65%가
관리자 직급 이상

관리자급

기타

전체 참관객의 60%가
관리자 직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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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약 60건의 거래
문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75,000달러
이상의 거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올해
가을 전시회와 내년 봄 전시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

Advantal Technologies,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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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관

방글라데시 국가관

캐나다 국가관

중국 국가관

네덜란드 국가관

헝가리 국가관

한국 국가관

필리핀 국가관

베트남 국가관

스리랑카 국가관

2개의 국가관이 올해 새롭게 참가했습니다!

싱가포르 국가관

SHETRADES 국가관

<National Union International Trad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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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규모와 참관객 수에 놀랐으며
“ 100건
이 상 의 비 즈니 스 미 팅 을 할 수
있 었 습 니 다 . NTT, 노 무 라 , 소 프 트 뱅 크 ,
라쿠텐과 같은 일본의 IT 대기업들과의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Dataperformers, 캐나다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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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T WEEK
Spring 2019
컨퍼런스 프로그램
Japan IT Week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 Defines Next
Enterprise Platform - Changing business drastically
with cloud ERP equipped AI / IoT –
Mr. Tomohiro Hara, Vice President,
Japan Solution Engineering, Oracle Corp. Japan
IoT Platform and Industry-Wise Case Studies
Mr. Feng Jin, IoT Platform Department,
Senior Product Manager, Alibaba Cloud
Impact of "Developer first" on business High
performing teams collaborate to ship world class
software
Ms. Kathy Simpson, Senior Director of Product
Management, GitHub, Inc.
Next Generation Software Development
Mr. Tetsuya Nikami, Global Business Service,
GBS Japan CTO, Distinguished Engineer,
IBM Japan, Ltd.
Using Advanced Analytics to Reveal the In-Store
Shopper Journey
Ms. Lauren Bitar, Head of Retail Consulting,
RetailNext, Inc.
How to take advantage of AI, Robot, and IoT - Future
of the store management
Mr. Naomi Tomita, President & CEO,
Director/Chief Technology Officer,
Huis Ten Bosch Co., Ltd./hapi-robo st, Inc.

Realiz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with IT
Mr. Eiji Hisamoto, Unit Leader, Information System
Group, Hoshino Resorts Inc.
Next-generation digital transformation for
enterprise -Customer experience platform is the key
to successMr. Jim McCready, President, Japan and Asia Pacific,
Adobe Systems Co., Ltd.
Business change brought by customer perspective in
today's digital transformation era - From the
planning of service marketing strategy to the
settlement
Mr. Katsumasa Yagi, Executive Officer/Managing
Director, Digital Transformation Division
Dentsu Digital Inc.
Challenges of Communication Apps - Platform
Conception and Full Funnel Marketing
Mr. Yuki Ikehata, LINE Corporation Executive Officer
— Ads Business, LINE Corporation
Teamwork, Technology,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Mr. Cal Henderson, CTO, Slack Technologies, Inc.
DeNA's work style reform with IT
Mr. Daewoo Choi, General Manager Human
Resources Planning dept. and Business Unit Head
Human Resources Unit Executive Officer,
DeN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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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 코멘트

-제1부-

이번 전시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각의
부서에서 IoT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관련 국내 전시회나 세미나도 자주
참 석 을 하 신 분 들 인 데 , 이 번 Japan IT
Week 는 수 준 이 다 르 게 도 움 이 많 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개발된 제품에 대해
실 사 용 Case 가 많 아 당 사 도 입 시 활 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했으며, 경력이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직접 세세하게
설 명 해 주 셔 서 도 움 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회사와 연계된 내용일 경우 직접
타회사 부스까지 함께 가서 설명을 해주는
등 많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Japan IT
Week 전시회 참가를 정례화할 것을 상부
보 고 드렸 으며 , 1박2일 만으로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내년 부터는
2박3일 일정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Japan IT Week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IT
전시회 중 하나이기에 이전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자사의 HMI 임베디드 제품 관련 사업을
시 작 하 기 위 해 Japan IT Week Spring 의
참가사이자 자사의 좋은 파트너인 Touch TEK
사와의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것이 이번
전시회 방문 중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치
모듈을 전시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던 점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제조업계와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전시회 참관에
도움을 주신 전시회 사무국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다시 전시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한국

YoungJi Electroni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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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 코멘트

-제2부-

저희 단체의 24명 참관객 모두가 전시회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일본의 IT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시회
사무국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꼭 리드 재팬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는 다시 참관하고 싶습니다.
China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중국

총 1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전시회
규모가 굉장히 컸으며, 각 부스별로 기념품과
함께 아주 열띤 홍보와 영업이 이루어져 매우
놀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시회에 만족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 다면 다시 참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시회 사무국의 단체
참관객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좋았습니다.
롯데 그룹, 한국

단체 참관을 통해 방문했으며, 전시회 사무국에서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다른 해외 전시회 방문에 비해
편안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전시회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전시회에 비해 일본 국제 전시회는 매년 규모와
내실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국내 IT
기업들도 다수 전시회장에서 만날 수 있던 것은 반가운
일이었는데, 당사도 하반기 개발 출시 준비중인 솔루션을
내년 Japan IT Week에 출품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IR Link,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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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파트너사
플래티넘 미디어 파트너

골드 미디어 파트너

투어 파트너

투어 파트너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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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T Week 시리즈
제10회 Japan IT Week Autumn
일정: 2019년 10월 23일-25일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멧세
https://www.japan-it-autumn.jp/en-gb.html/
개최 규모 예상: 780사 참가 / 55,000명 참관

제4회 Japan IT Week Osaka
일정: 2020년 1월 29일-31일
장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https://www.japan-it-osaka.jp/en-gb.html/
개최 규모 예상: 400사 참가 / 25,000명 참관

제29회 Japan IT Week Spring
일정: 2020년 4월 8일-10일
장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https://www.japan-it-spring.jp/en-gb.html/
개최 규모 예상: 1,400사 참가 / 85,000명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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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참가 정보
부스 참가 신청 매진 임박!
올해 전시회의 비즈니스 성과에 힘입어 참가사의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 다음 전시회의 부스 신청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전시회인 제10회 Japan IT Week Autumn, 제4회 Japan IT Week Osaka, 제29회 Japan IT
Week Spring의 부스 신청이 70~90% 이상 완료되어 현재 신청 가능한 부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사전 부스 참가 신청 카운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청이 완료된 부스 위치입니다.)
(5월 10일 17시 시점 부스 신청 현황)

2019년 10월

Japan IT Week Autumn

2020년 4월

2020년 1월

Japan IT Week Osaka

Japan IT Week Spring

예약 가능한 부스 정보를 원하시면 전시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itweek-spring@reedexp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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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부스 참가 문의: itweek-spring@reedexpo.co.jp
(Hajime SUZUKI / Yoshiko OGURA / Jun QU / 김대영)

Hajime SUZUKI
(아시아 태평양)

Yoshiko OGURA
(미주, 유럽)

Jun QU
(중국)

김대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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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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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화번호: +81-3-3349-8504

주소: 18F Shinjuku-Nomura Bldg., 1-26-2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570,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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