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Large Classification Small Classification Link Name Contents URL
1 FUKUOKA GATEWAY TO ASIA 후쿠오카시 개요 http://www.city.fukuoka.lg.jp/data/open/cnt/3/62825/1/korea.pdf?20181112153927
2 JETRO(english page) 후쿠오카시 개요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fukuoka-city/
3 후쿠오카시 비즈니스 환경 http://www.city.fukuoka.lg.jp/keizai/k-yuchi/business/kigyouritti_kr.html
4 JETRO(english page) 대일투자 https://www.jetro.go.jp/kr/invest/
5 일본정책투자은행(english page) M&amp;A, 융자 http://www.dbj.jp/en/
6 후쿠오카 아일랜드 시티 투자·입지 환경 http://island-city.city.fukuoka.lg.jp/language/en/
7 규슈 경제국제화 추진기구 규슈 투자환경·진출 가이드 http://www.kyushu-kei.org/ko/outlines/
8 후쿠오카 소프트 리서치 파크(english page) IT대상 오피스 임대 http://www.fukuoka-srp.co.jp/english_leaflet.pdf
9 후쿠오카 아일랜드 시티 투자·입지 환경 http://island-city.city.fukuoka.lg.jp/language/en/
10 규슈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규슈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http://www.kyushu-kei.org/korea/index.html
11 코스트 시뮬레이션 JETRO(english page) 코스트 시뮬레이션 http://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modelcase/
12 법무성(english page) 대일투자, 입국관리 http://www.immi-moj.go.jp/english/tetuduki/index.html
13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대일투자, 비자 http://www.kr.emb-japan.go.jp/
14 후쿠오카 관광 컨벤션뷰로 호텔정보 등 https://yokanavi.com/ko/
15 후쿠오카 나우(english page) 호텔정보 등 https://www.fukuoka-now.com/ko/
16 (외국환) 일본은행(english page) 외환법 Q&A http://www.boj.or.jp/en/index.htm/
17 (고용) 후생노동성 노동조건통지서 양식 등 http://www.mhlw.go.jp/new-info/kobetu/roudou/gyousei/kantoku/040325-6.html
18 (특허·의장제도·지적재산) 특허청(english page) 특허·의장제도·지적재산 http://www.jpo.go.jp/index.htm
19 규슈 전력(english page) 전기요금 http://www.kyuden.co.jp/en_index.html
20 사이부 가스(english page) 가스 http://www.saibugas.co.jp/e/index.htm
21 (교통) 후쿠오카 공항 빌딩 후쿠오카 공항 빌딩 http://www.fuk-ab.co.jp/korea/frame_index.html
22 (교육 등)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스쿨(english page) (교육 등) http://www.fis.ed.jp/
23 후쿠오카시 의사회(english page) 긴급의료 등 http://www.city.fukuoka.med.or.jp/index.html
24 HOSPITAL GUIDE in FUKUOKA(english page) 외국어에 의한 의료 가이드 http://www.fmc.fukuoka.med.or.jp/qq/qq40gnforisr.asp
25 레인보우플라자(english page) 생활정보 http://www.fcif.or.jp/kr/
26 후쿠오카현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 이벤트, 일본어강좌 등 http://www.kokusaihiroba.or.jp/korea/
27 (재)자치체 국제화협회 다국어 생활정보 http://www.clair.or.jp/tagengorev/ko/index.html
28 Business Concierge Services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One-Stop Information Portal https://www.seisakukikaku.metro.tokyo.jp/bdc_tokyo/english/top/index.html
29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Trade-related Insurance http://www.nexi.go.jp/en/
30 후쿠오카무역회(english page) 무역을 하는 기업의 회원조직 http://www.fukuoka-fta.or.jp/en/
31 후쿠오카 아시아 비즈니스센터 후쿠오카 기업의 아시아진출 서포트 http://www.f-abc.org/
32 제트로 후쿠오카 무역・투자촉진, 개발도상국 연구 http://www.jetro.go.jp/en/jetro/worldwide/japan/
33 후쿠오카상공회의소 경제・경영・비즈니스정보 https://www.fukunet.or.jp/about/english/
34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규슈의 투자환경정보 http://www.kyushu-kei.org/ko/
35 규경련IBC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및 진출로 연결되는 지원 http://www.kyukeiren.or.jp/ibc/
36 규슈경제산업국 규슈의 경제산업시책 종합창구 http://www.kyushu.meti.go.jp/seisaku/kokusai/index.html
37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벤처기업 지원 http://www.smrj.go.jp/english/index.html
38 후쿠오카은행 해외비즈니스서포트실 해외비즈니스 지원 http://www.fukuokabank.co.jp/corporate/international/
39 NBC리서치＆컨설팅  아시아로 향한 출구 경영컨설팅, M&A지원 http://www.johoza.co.jp/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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