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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 지역 최대* IT 전시회 Japan IT Week Osaka 

인텍스 오사카에서 참가사 350 사 30,000 명 집결] 

*동일 컨셉 타 전시회 참가사 수 대비, 전시회장 면적 대비 "최대"  

 

[1 월 21 일, 도쿄, 일본] 2020 년 1 월 29 일부터 31 일, Japan IT Week 시리즈 중 첫 번째 

전시회인 Japan IT Week 2020 이 개최된다. (https://www.japan-it-osaka.jp/en/) 

 

서일본 최대 B2B 종합 IT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Japan IT Week Osaka 는 올해 

4 주년을 맞이한다. 대호황이었던 지난해 전시회의 뒤를 이어, 이번 전시회는 300 사가 

참가하고 30,000 명이 방문하여 개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성대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 년도: 309 사 참가) 

 

Japan IT Week 전시회는 연 3 회, 세 곳의 도시에서 개최(오사카(1 월), 도쿄(4 월), 

마쿠하리(10 월))되며, 2020 년 첫 전시회는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인 오사카에서 열린다. 1 월에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2020 년 시장의 변화와 함께 IT 트렌드를 가장 먼저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다.  

- 날짜: 2020 년 1 월 29 일[수] – 31 일[금] | 10am-6pm (금요일은 5pm 에 종료) 

- 장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https://www.japan-it-osaka.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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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는 도쿄를 잇는 경제 도시이며, 서일본 지역의 주요 유적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인기 있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전시회장인 인텍스 오사카는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거리에 있으며 주요 아시아 국가로부터 직항편이 많이 방문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해외 방문객들은 매력적인 도시인 오사카에서 서일본 최대 IT 종합 전시회를 

경험할 수 있다.  

 

2020 Japan IT Week Osaka 는 전 세계의 모든 IT 종사자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전시회이다. 3 일의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은 서일본 지역을 

비롯한 일본 국내외 350 사의 참가사들이 선보이는 최첨단 IT 솔루션을 경험하며 비즈니스에 

적용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IT 업계 리더들이 등단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세미나를 통해 2020 년 최신 IT 트렌드를 알아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가지 테마의 9 개 전시회] 

올해의 Japan IT Week Osaka 는 IT 솔루션 주제별로 9 개의 전문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연도 신규 개최되는 두 가지 전시회: ‘Sales Automation & CRM Expo (영업 

자동화 & CRM 엑스포)’와 ‘Software & Apps Development Expo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업 자동화 & CRM 엑스포에서는 영업 자동화 툴, SFA, 

CRM, 인사이드 세일즈, 비즈니스 카드 관리, BI/BWH 등의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참관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2020 년 오사카 전시회 라인업에 추가 된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이 총집결한다. 

 

이번 전시회는 하기 9 개의 독립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1st Sales Automation & CRM Expo(제 1 회 영업 자동화 & CRM 엑스포) *신규 개최 

・1st Software & Apps Development Expo(제 1 회 소프트웨어 & 어플 개발 엑스포) *신규 개최 

・4th Embedded Systems Expo (제 4 회 임베디드 & 엣지 컴퓨팅 엑스포) 

・4th Web & Digital Marketing Expo (제 4 회 웹 & 디지털 마케팅 엑스포) 

・4th Information Security Expo (제 4 회 정보 보안 엑스포) 

・4th Cloud & BPR Expo Osaka (제 4 회 클라우드 & BPR 엑스포) 

・4th IoT/M2M Expo (제 4 회 IoT& 5G 솔루션 엑스포) 

・3th Advanced E-commerce & Retail Expo (제 3 회 차세대 EC & 점포 엑스포) 

・3th AI & Business Automation Expo (제 3 회 AI & 업무 자동화 엑스포) 

 

※각 전문 전시회의 상세한 정보 확인 

https://www.japan-it-osaka.jp/en-g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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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 AT(NTT Advanced Technology), 세일즈포스(Salesforce.com), 에이디링크(Adlink 

Technology), 조호 재팬 (Zoho Japan), 후지산업(Fuji Sangyo), 후지쯔 (Fujitsu), HENNGE K.K, 

슬랙(Slack), 스카이(Sky) 를 비롯한 많은 유력 IT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출품할 

예정이다. 350 사의 참가사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내 참가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IT 업계 리더 등단 - 33 세션의 세미나가 연일 개최] 

Japan IT Week Osaka 2020 에서는 세미나는 2020 년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한다. 전시 기간 중, 총 33 세션이 연일 개최되며 최신 부각되고 있는 IT 

이슈들을 주제별로 논의할 것이다. 2020 년의 IT 트렌드를 가장 먼저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도 얻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참관객들을 위한 영어-일본어 동시통역 세션 [세션 ID: IT-S5, IT-S6, IT-S15, IT-

S17]도 준비되어 있다. 아래는 동시통역 세션의 상세정보이다:  

 

======================================================================= 
[IT-S5] Advanced E-commerce & Retail 

======================================================================= 
Next generation E-commerce is coming - Transition of digital marketing 
in combination of store and EC 
Masaya Hayashi 
President & CEO 
ECBEING CORP. 
 
Digital Transformation for New Business Growth  

 ～How to make subscription business profitable～ 

Junichiro Kuwano 
Representative Director & President 
Zuora Japan K.K. 
 

https://d.japan-it.jp/en/Kansai-2020/Exhibitor-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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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f commerce from three trends 
Mark Wang 
Japan Country Manager 
Shopify Japan K.K. 
 

======================================================================= 

[IT-S6] IoT/M2M 

======================================================================= 
IoT powers manufacturing business 
Akio Katayama 
VP of Engineering 
SORACOM, INC. 
 
Strategy for MaaS and mobility system at Bosch 
Klaus Meder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Director 
Bosch Corporation 
 

======================================================================= 
[IT-S15] Embedded Systems 

======================================================================= 
 
Future of AI and IoT - How will the world change if 1 trillion devices are 
smartly connected? 
Yuzuru Utsumi 
President 
ARM K.K. 
 
Construction of high-end silicon industrial infrastructure that promotes 
the realization of the Intelligent Society -Introduction of the forefront of 
IC/Embedded AI development and application- 
Veni Xiong 
President 
Shanghai HiSilicon Technology Co., Ltd. 

 
AI / IoT strategy of NVIDIA 
Hiroki Saito 
Director, Industry Group 
NVIDIA Corporation 
 

======================================================================= 
[IT-S17] Cloud & B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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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yle reform at Microsoft Japan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Yoshihiro Yamasaki 
Subsidiary BG Lead, Microsoft 365 
Microsoft Japan Co., Ltd. 
 
 
Teamwork, Technology, and Preparing for the New Ways of Working 
Cal Henderson 
CTO 
Slack Technologies, Inc. 
 
 
Communication changes workstyle and enhances organization 
- Points of success from LINE WORKS success cases for SME workstyle 
innovation 
Masa Hagiwara 
Executive Officer 
WORKS MOBILE Japan Corp. 

======================================================================= 

 

각 세션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 청강이 가능하다:  

https://www.japan-it-osaka.jp/conference_en/ 

 

 

Japan IT Week Osaka 는 서일본 지역의 I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서일본 지역 

최대의 네트워킹 플랫폼 중 하나이다. 이번 전시회는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IT 혁신을 

위한 최신 솔루션을 찾는데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https://www.japan-it-osaka.jp/conference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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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eek 전시회 시리즈는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연 3 회 개최되며, 이를 통해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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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링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japan-it-osaka.jp/en-gb.html 

・초대권 신청(무료) : https://www.japan-it-osaka.jp/inv_en/ 

・VIP 초대권 신청(무료, 과장급이상) : https://www.japan-it-osaka.jp/vip_en/ 

・취재/보도 관계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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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및 취재 문의-------- 

Japan IT Week 사무국 /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한국 홍보 담당 김가연 

Tel: +81-3-3349-8504 / Email: itweek-osaka@reedexpo.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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