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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Japan IT Week Autumn 이달 개막 - 10년 연속 전시회 규모 확대] 

[10월 1일, 도쿄, 일본] 일본 최대의 전시회 주최사인 Reed Exhibitions Japan Ltd. (리드 

재팬)은 주요 전시회 중 하나인 Japan IT Week Autumn을 이달 4번째 주에 개최한다. 

(https://www.japan-it-autumn.jp/en/) 

 
일본 최대 IT 전시회인 ‘Japan IT Week’ 시리즈 (1 월: 오사카, 4 월: 도쿄, 10 월: 치바) 중 

금년도 마지막 전시회인 Japan IT Week Autumn 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최대 B2B 종합 

IT 전시회로 자리매김 했으며, 올해 10 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는 780 사가 참가하고 

55,000 명이 방문하여 개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도: 653사 참가/53,212명 참관) 

 

제 10 회 Japan IT Week Autumn 은 전 세계의 모든 IT 종사자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전시회이다. 3 일의 전시회 기간 중, 방문객들은 12 가지 전시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780사의 참가사를 만나고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IT 업계 

리더들이 등단하는 30 세션의 세미나를 통해 최신 IT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2가지 테마의 12개 전시회] 

올해의 Japan IT Week Autumn 은 특정 IT 솔루션에 중점을 둔 12 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년도 신규 개최되는 두 가지 전시회: ‘Embedded Systems 

- 날짜: 2019 년 10월 23일[수] – 25일[금] | 10am-6pm (금요일은 5pm에 종료) 

-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멧세               -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https://www.japan-it-autumn.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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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와 ‘Software & Apps Development Expo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에서는 CPU/MCU, 미들웨어, 

보드 컴퓨터, 개발 툴 및 임베디드 AI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참관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2019 년 가을 전시회 라인업에 추가 된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에는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이 총집결한다. 

 

이번 전시회는 하기 12개의 독립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회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 (*신규 개최) 

- 제 1회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 (*신규 개최) 

- 제 3회 AI & 업무 자동화 엑스포 

- 제 3회 점포 IT 솔루션 엑스포 

- 제 5회 IoT/M2M 엑스포 

- 제 7회 전자상거래 솔루션 엑스포 

- 제 8회 영업 자동화 & CRM 엑스포 (구 빅데이터 관리 엑스포) 

- 제 8회 데이터 센터 & 스토리지 엑스포 

- 제 9회 정보 보안 엑스포 

- 제 9회 모바일 솔루션 엑스포 

- 제 9회 Web & 디지털 마케팅 엑스포 

- 제 10회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 재팬 

 

NTT 커뮤니케이션즈 (NTT Communications),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Japan), 조호 

재팬 (Zoho Japan), 리코 (Ricoh), 소니 비즈네트웍스 (Sony Biz Networks), 히타치 솔루션즈 

(Hitachi Solutions), 오라클 (Oracle), 미즈호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 

페이팔 (PayPal), 후지일렉트로닉 (Fuji Electronics), 후지소프트 (Fuji Soft), 후지쯔 

일렉트로닉스 (Fujitsu Electronics) 를 비롯한 많은 유력 IT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출품할 예정이다. 780사의 참가사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내 참가사 디렉터리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IT 업계 리더 등단 - 30세션의 세미나가 연일 개최] 

12 가지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세미나 청강자들에게 IT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함과 동시에 다양한 IT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Japan IT Week Autumn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총 30세션의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가지 전시회의 IT 테마에 따른 특별 세션뿐만 아니라 기조 연설이 포함되어 있다. 

영향력 있는 업계 리더들의 강연이 전시회 기간 중 연일 개최되니 전시회와 더불어 

컨퍼런스 프로그램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https://www.japan-it-autumn.jp/eguide_en_e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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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참관객들을 위한 영어-일본어 동시 통역 세션 [세션 ID: JIW-S8, JIW-S11]도 

준비되어 있다. 아래는 동시 통역 세션의 상세정보이다:  

======================================================================= 
                           [JIW-S11] 정보 보안 

======================================================================= 
 - Cyber Security for the Tokyo 2020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Dysart Solutions Ltd. 

                   CEO, Oliver Hoare  

 - Can Japanese Society Benefit from White Hat Hackers? 

                                             Japan Hackers Association 

                 Representative Director, Takayuki Sugiura 
======================================================================= 
                     [JIW-S8]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 
- Emerging Trends in Software Development 

                                                    Microsoft Japan Co., Ltd. 

                                             Principal Group Manager, Drew Robbins 

 

- Software Development Technology Shaping the Future: 

 Challenges for Production Revolution 

                                                       NTT DATA Corporation 

                        Head of Software Engineering Center, Masachika Suda 
======================================================================= 
정보 보안 세션 (세션 ID: JIW-S11)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이버 보안을 총괄했던 

올리버 호어 (Oliver Hoare) 디서트 솔루션 대표이사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올리브 

호어씨는 그동안의 사이버 보안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2020 도쿄 올림픽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동일 세션에서 일본해커협회의 대표이사인 스기우라 타카유키 

(Sugiura Takayuki)씨가 보안 관련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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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처우 방법, 기술 평가 방법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한다.  

 

올해의 새로운 전시회인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와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동시 

통역 세션 (세션 ID: JIW-S8)은 신규 전시회를 방문하는 참관객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동시 통역 세션에서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새로운 트렌드’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 뒤를 이어 NTT DATA 사가 ‘미래를 형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각 세션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 청강이 가능하다:  
https://www.japan-it-autumn.jp/conference_en/ 

 

Japan IT Week Autumn은 일본 I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Japan 

IT Week 전시회 시리즈는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연 3회 개최되며, 이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용한 링크> 

- 참관객 페이지: https://www.japan-it.jp/en-gb/email/lp-kr.html 

- 무료 초대권 신청: https://www.japan-it-autumn.jp/inv_en/ 

- 취재/보도 관계자 등록: 

https://www.japan-it-autumn.jp/en-gb/media/press-registration.html 

 

<문의> 

담당자: 김지원 

Email: itweek-autumn@reedexpo.co.jp 

Tel: +81-3-3349-8504 

https://www.japan-it-autumn.jp/conference_en/
https://www.japan-it.jp/en-gb/email/lp-kr.html
https://www.japan-it-autumn.jp/inv_en/
https://www.japan-it-autumn.jp/en-gb/media/press-registration.html
mailto:itweek-autumn@reedexp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