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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를 위한 필수 전시회
제 26 회 Japan IT Week Spring

일본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 주최사인 Reed Exhibitions Japan 은 오는 5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제 26 회 Japan IT Week Spring 을 개최한다.

IT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도입/검토하는 장으로서 일본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Japan IT
Week Spring 은 마이크로프로세서부터 최신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솔루션/제품이 전시된다. 금년도는 91,000 명의 참관자와 1,600 개의 참가사가 집결하며,
‘제 26 회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 (SODEC)’, ‘제 22 회 빅데이터 관리 엑스포 (BIG
DATA Spring)’, ‘제 20 회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 (ESEC Spring)’, ‘제 19 회 데이터 스토리지
엑스포 (DSE)’, ‘제 9 회 데이터 센터 엑스포 (DATA CENTER Spring)’, ‘제 14 회 정보 보안
엑스포 (IST Spring)’, ‘제 11 회 Web & 디지털 마케팅 엑스포 (Web-Mo Spring)’, ‘제 8 회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 (CLOUD JAPAN Spring)’, ‘제 7 회 모바일 솔루션 엑스포 (MOBIX
Spring) (구: 스마트폰 & 모바일 엑스포)’, ‘제 6 회 IoT/M2M 엑스포 (IoT/M2M Spring)’,
‘제 5 회 전자상거래 솔루션 엑스포 (DIREX Spring)’, ‘제 3 회 소비자 IT 기기 엑스포

(C-PEX) (구: 소프트웨어 개발 엑스포)’, ‘제 1 회 점포 IT 솔루션 엑스포 (STOREX Spring)’
의 13 가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어 개최된다.
최근, 일본 IT 시장에서 고품질의 최신 제품/기술 및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 26 회 Japan IT Week Spring 에 참가하는 해외 참가사도 전년도 대비
30% 증가하였다. 전시회 전체 규모 또한 해외 참가사 증가를 반영하여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점포 IT 솔루션에 관한 전문 전시회
올해 전시회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점포 IT 솔루션 엑스포 (STOREX)’의 신규개최이다.
점포 IT 솔루션 엑스포는 소매점, 음식점, 호텔 등의 점포를 가진 기업의 경영 기획 및
정보 시스템 부문 담당자가 수주 및 상담을 위해 참관하는 전시회이다. 점포 운영/판매
촉진에 관한 솔루션, 옴니채널 서비스, POS 시스템 등이 전시되며 쯔바키모토 체인과
DATAVAN 인터네셔널에서 최신 단말기를 전시할 예정이다.
본 전시회의 신규 개최는 Japan IT Week Spring 규모 확대 및 참가사/참관자 증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기여하였다. 특히, 기존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엑스포, Web & 디지털
마케팅 엑스포와 동시개최되며 서비스 업계의 많은 호응을 모으고 있다.

차세대 기술 ‘IoT’

‘IoT/M2M 엑스포 (IoT/M2M Spring)‘는 IoT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칩, 디바이스, 커넥티드 기술, 어플리케이션 등을 비교 검토, 도입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퀄컴, 무라타 제조사와 같은 칩 제조사 및 도쿄 일렉트론
디바이스, 히타치, TELIT, U-BLOX 와 같은 무선 칩 제조사, NTT DOCOMO, 보더폰, KDDI 와
같은 통신 사업자 및 마이크로소프트, 보쉬, SORACOM 등의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참가한다.
또한, 전시회와 동시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도 보쉬, 시멘스, 퀄컴, 화낙이 새롭게 생성된
시장의 가치, 기술 개발, 전망 등을 강연하며, 일본 3 대 통신 사업자인 DOCOMO,
SOFTBANK, KDDI 또한 IoT 에 관한 전략을 발표한다.

핵심 기술 – 임베디드 시스템
IoT/M2M 엑스포의 확대와 함께, IoT 와 M2M 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임베디드 시스템
엑스포 (ESEC Spring)’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일본 유명 대기업인 미쓰비시, SONY,
TOSHIBA, 리코, 캐논은 물론, 인텔, ADLINK, 어드밴텍, 콩가텍, 트랜센드, 베코프
오토메이션, 피닉스컨택트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모두 참가할 예정.
이와 함께, DeNA 와 도쿄 대학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주제로 자율 주행 기술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 유출, 무단 액세스 및 사이버 공격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보안은 주요
관심 분야로 부상되고 있다. 화제의 IoT 기술 또한 무선 연결이 필연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보안에 관한 문제가 한층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해 ‘정보 보안 엑스포 (IST
Spring)’에서는 업계 대표 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 IBM, DOCOMO 시스템즈, 히타치
솔루션즈, 캐논 IT 솔루션즈, NTT 소프트웨어, 교세라, 실란스 등이 해킹 방지, DoS 예방,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인터넷 침입 방지, 데이터 삭제/복구, IT 자산 관리 제품/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컨퍼런스에서 AI, 로봇, IoT 와 같은 최신 테크놀로지와 연관되는
차세대용 시큐리티에 관해 데모를 섞어 발표한다. 또한, 시만텍에서는 리우 올림픽
2016 의 공식 보안 스폰서로서 리우 올림픽 뒷무대에서 펼쳐진 사이버 시큐리티 공방을
소개한다.

글로벌 IT 플랫폼 - Japan IT Week
Japan IT Week Spring 은 일본 최대 전시회로서 일본 국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 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수 많은 IT 전문가를 만족시키는 글로벌 IT 전문 전시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 전시회는 다수의 국가관을 포함하여 일본 이외의 21 개 국가에서
350 사가 참가한다. 제 26 회 Japan IT Week Spring 은 전 세계의 최신 IT 솔루션을
연결하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리라 전망되며, 전 세계의 IT 전문가라면 적극적으로
방문하길 추천한다.
제 26 회 Japan IT Week Spring 을 업계 최신 정보, 동향을 파악하는 장으로 한층
활용하기 위해, 총 56 개 세션의 컨퍼런스가 동시개최된다. IBM, 마이크로 소프트,
퀄컴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최신 토픽을 강연할 예정이니 전시회와 함께 놓치지
말고 체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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