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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국제 보석전 [가을]은 2018 년 10 월 24 일부터 3 일간, 도쿄 도심부와 인접한 요코하마에서
개최됩니다. 귀금속 업계의 많은 참가사와 바이어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6 회째를 맞이하며,
400 사가 참가하고 45 만점의 주얼리 상품, 유색석, 주얼리 관련 상품 등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연말 세일 시즌 준비를 위해 꼭 방문해야 할 최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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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의 3 가지 특징
1. 이번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진주 업체가 참가합니다. 진주 나석과

진주 주얼리는 바이어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상품 중 하나로, 품질 높은 진주를 다량으로

보유한 전문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이러한 진주 상품 사입에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셔서 남양 진주, 아코야 진주, 골드
진주를 비롯한 다양한 진주 상품을 만나보세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완성품 주얼리
또한 전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해외 방문자의 현저한 증가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괄목한 수준

으로, 2017 년 전시회 때는 1,181 명으로 집계 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약 1,700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주얼리 바이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주얼리 페어로 자리 매김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진주와 진주
상품은 물론 다이아몬드 나석 및 다이아몬드
주얼리, 파인 주얼리, 유색석, 14K 골드 주얼리,
리세팅 주얼리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는 점은
방문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의 럭셔리 상품에서부터 캐주얼한
라이트 주얼리와 패션 주얼리까지 폭넓은 상품군이 전시되며, 아울러 세계 여러나라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점은 상품 사입에 있어 풍부한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방문자 수 증가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3. 금년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에는 '라이트 주얼리 존'이 신설됩니다. 이 존의 가장 큰 특징은
'메이드 인 재팬' 주얼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일본의 세공

장인의 섬세하고 독특한 커팅 기술로 탄생한 주얼리 상품들이 이 곳에 집중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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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일리 주얼리로서 착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고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선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상품 구성관 신설에 대한 꾸준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된 존으로, 라이트 주얼리는 일본제 주얼리의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아이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이러한 품목을 접해 볼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시의 국제 평화 회의장(퍼시피코

요코하마)

운치있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요코하마 시티에 자리한 국제 평화 회의장(퍼시피코 요코
하마)에서 3 년째 개최됩니다. 어둠이 깔리면 형형색색의 네온과 불빛이 반짝거려 도시 전체를
밝게 비추고, 고혹적인 야경을 연출해 이는 흡사 주얼리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요코하마에는 많은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가 산적해 있고, 이색적인
이벤트도 자주 열립니다. 요코하마에서 도쿄까지는 전철로 30 분 정도로, 일본 내 주요 여러
거점에서의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요코하마의 풍부한 관광거리를 체크해 보세요!
요코하마 관광 정보 ▶ http://www.welcome.city.yokohama.jp/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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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는 45 만점의 주얼리 상품이 전시될 예정으로, 참가 기업과 방문자는 해년마다 증가
추세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전년도를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모든 방문자에게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10 월 하순은 연말 대목 준비를 위해 사입하려는 업계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참가 기업들 또한 준비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에 오셔서, 전시장을 처음 들어섰을 때 전시장 곳곳마다 느껴지는
활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한 후, 방문자 사전 등록을 하시면 입장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소지 하지 않을 경우는 당일 전시장에서 1 매당 5 천엔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장권 신청 ▶ https://www.ijt-aki.jp/inv_en/
무한한 기회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참가하는 주얼리 기업과 유색석, 다이아몬드 딜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 시기를 앞두고, 참가사는 거대 일본 시장과 빠르게 커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부스 참가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잔여 부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사무국으로 연락하세요!
부스 참가 문의 ▶ https://www.ijt-aki.jp/ex_en/
E-mail ▶ ijt-eng@reedexpo.co.jp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리드 익스비션 재팬 주식회사
(Reed Exhibitions Japan Ltd.)

TEL : +81-3-3349-8503
FAX : +81-3-3349-8523
E-mail
ㆍ방문 문의 : visitor-eng.ijt@reedexpo.co.jp
ㆍ참가 문의 : ijt-eng@reedexpo.co.jp

홈페이지 : https://www.ijt-aki.jp/ko-kr.html
도쿄 국제 보석전[가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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