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KYO GAME SHOW 2012 - Underlying Theme: Spreading Smiles through GAMES 
도쿄 게임쇼 2012, '게임으로 웃음을 전파하자' 주제로 열려 
 
【도쿄=BW/뉴시스】 
 
-- 일시: 2012년 9월 20~23일 -- 
-- 장소: 마쿠하리 메세 --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공급자 협회(Computer Entertainment Supplier's Association, CESA, 회장: 
와다 요이치(Yoichi Wada), 도쿄 민토쿠 소재)가 니케이 비즈니스 퍼블리케이션(Nikkei 
Business Publications, Inc., Nikkei BP, 회장 겸 최고경영자: 오사다 코헤이(Kohei Osada), 도
쿄 민토쿠 소재)과 함께 도쿄 게임쇼 2012(TOKYO GAME SHOW 20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쿄 게임쇼는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메세에서 2012년 9월 20~23일까지 개최되며, 이번 
대회의 주제는 '게임으로 웃음을 전파하자'(Spreading Smiles through GAMES)이다. 오늘부터 
참가자 부스 신청에 들어간다.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완벽한 정보'(The Most Complete Information in Asia),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The World's Largest Event)를 중기 비전으로 삼아온 도쿄 게임쇼는 소중한 
정보를 아시아와 그 외 세계 각지에 전달하는 주요 행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아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발전기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새로운 
시장과 개발센터를 구축해 아시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시아 게임 비즈니스 
정상회의(Asia Game Business Summit)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B2B(business-to-
business), B2C(business-to-consumer) 방안을 도입해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아 도쿄게임쇼 2012는 비즈니스 미팅 공간을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인 '아시아 비즈니스 게이트웨이'(Asia Business Gateway)를 도입함으로써, 늘 성
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 게임시장에서 상호간 관계구축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와 동시
에 B2C 방안의 하나로, '공식 비디오 스트리밍 채널'(Official Video Streaming Channel)을 출시
해 도쿄 게임쇼의 흥분을 국제 게임 애호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TGS 포럼과 같은 주최
측 프로젝트와 전시자 부스에서 열리는 무대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한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간으로 전략게임과 스포츠 게임을 펼치는 '아시아 e스포
츠 대회'(Asia e-Sports Cup)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코스플레이 행사장'(Cosplay Area)을 확대해 게임 애호가뿐 아니라 코스
플레 애호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시장 및 주최측 프로젝트: 종합전시장, PC 게임장, 스마트폰 게임장 및 소셜 게임장(신규), 
게임기기장, 비즈니스 솔루션장,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파빌리온, 아시아 뉴스타(신규), 비



즈니스 미팅장(재정비), 아시아 게임 비즈니스 정상회의, '센스 오브 원더 나이트'(SENSE OF 
WONDER NIGHT), 아시아 네트워킹 파티 등     
     
상세정보: //tgs.cesa.or.jp/english/ 
사진 및 멀티미디어 갤러리: http://www.businesswire.com/cgi-
bin/mmg.cgi?eid=50182623&lang=en 
 
[본 기사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
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
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 연락처 
 
도쿄 게임쇼 관리사무소 언론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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