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단체・기업들의 인터넷 주소록 2004.3.19 
　 인터넷주소 URL 주요내용 언어 
1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 일본의 전시회,무역관련 정보,수입업자등을 소개 일/영 
2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 http://www.jetro.or.kr/ 일본의 전시회,무역관련 정보,수입업자등을 소개 한국어 
3 일본상공회의소 http://www.jcci.or.jp/ 연수,경기 동향,중앙행정,수출 수입,제조업자명단 일/영 
4 일본의중소기업정보 http://www.sme.ne.jp/ 일본의 각 지역별,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와 기업리스트 일본어 
5 일본무역회 http://www.jftc.or.jp/ 대일경제교류 정보수집,조사연구 활동,세미나 개최정보 일/영 
6 일본아키하바라 전자 상가 http://www.akiba.or.jp/ 일본의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웹사이트 일/영 
7 일본국제관광진흥회 http://www.jnto.go.jp/ 일본의 관광지 소개,일본 이벤트 전시회 관련정보 일/영 
8 일본경제신문 http://www.nikkei.co.jp/ 회사안내,지면소개,서적 판매.광고 안내 일/영 
9 Tokyo Big Sight http://www.bigsight.jp/ 전시회 안내 일정 교통 숙박등을 안내 일/영 
10 Makuhari Messe http://www.mmesse.co.jp/ 전시회 안내 일정 교통 숙박등을 안내 영어 
11 愛知県중소기업진흥공사 http://www.aibsc.jp/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단체의 소개 영어 
12 (財)愛媛県산업진흥재단 http://www.ehimeiinet.or.jp/ 에히메현의 산업정보의 발신.단체의 이벤트 정보등 일본어 
13 (財)大阪산업진흥기구 http://www.mydome.jp/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정보제공 일본어 
14 島根県중소기업지원센터 http://www.johoshimane.or.jp/ 시마네현의 기업시책정보등을 소개.쇼핑도 가능 일/영/한 
15 東京 곡물상품 거래소 http://www.tge.or.jp/ 상품정보를 1일7회 변경해서 소개 일/영 
16 長野県중소기업 정보센터 http://www.icon.pref.nagano.jp/ 나가노현의 개요,중소기업,관광,특산품,이벤트등을 소개 일본어 
17 (社）일본기계학회 http://www.jsme.or.jp/ 관련 단체,기계관련 학회의 Yellow page등 일본어 
18 (財）일본건축센터 http://www.bcj.or.jp/ 건축,도시,주택,구조건축물,품질시스템등 소개 일/영 
19 (財)広島県산업기술 진흥기구 http://www.hiwave.or.jp/ 현기관의 소개,시책,기술, 산업정보센터.현내의 기업정보 일/영 
20 (財)福井県 산업지원센터 http://www.fukuiiic.or.jp/ 후쿠이현의 기업정보 현내의 산업 정보센터 소개 일본어 
21 Japan Yellow Page Ltd http://www.jetro.go.jp/korea/archive/www.yellowpagejp.com 일본의 전화번호부 회사의 인터넷 주소 일/영 
22 松本상공회의소 http://www.mcci.or.jp/ 松本시의 기업가이드 일본어 
23 福岡県기업진흥공사 http://www.johofukuoka.or.jp/ 후쿠오카현내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소개 일본어 
24 (財)일본완구협회 http://www.toys.or.jp/ 완구 박물관,인기있는 장난감정보,각 기업의 소개 일/영 
25 (財)태평양 인재 교류센터 http://www.prexhrd.or.jp/ 연수사업,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경영자의 인재육성과 국제교류를 소개 일/영 
26 (財)SOFTOPIA　JAPAN http://www.softopia.or.jp/ 이벤트 정보,공동연구등 사업소개 일/영 
27 築地시장협회 http://www.tsukijimarket.or.jp/ 생선,야채,청과물등의 시장업자의 정보,중앙도매시장의 정보 일/영 
28 （財）기계)산업기념 사업재단 http://www.tepia.or.jp/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기술을 소개 일/영 
29 일본맥주협회 http://www.beertaster.org/ 맥주생산자 리스트 일본어 
30 일본전자출판협회(JEPA) http://www.jepa.or.jp/ 전자 출판사업을 추진하는 JEPA의 회원기업및 관련단체의 소개 일본어 
31 통신기계공업회 http://www.ciaj.or.jp/ 통신기계공업회,일본 멀티메디아,COMJAPAN의 정보 소개 일/영 
32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http://www.ecom.or.jp/ 협의회의 활동상황,통산산업소개 추진하는 EC초진 사업의 실시 현황 등 일/영 
33 전국관보판매협동조합 http://www.govbook.or.jp/ 관보,백서,보고서 ,통계서 ,학술서등 정부간행물을 종합적으로 소개 판매 일본어 
34 蒲江町 http://www.town.kamae.oita.jp/ 마을의 소개,전통공예,관광정보등,자치체의 일반정보 일본어 
35 일본신문협회 http://www.pressnet.or.jp/ 전국의 주요신문,방송,통신사의 홈폐이지,신문계의 최신 뉴스 일/영 
36 일본통신판매협회 http://www.jadma.org/ 통신판매에 관한 최신 정보,회원사 정보 일/영 
37 일본철강협회 http://www.isij.or.jp/ 철강과 철가의 전반적인 분야의 기술자,연구자를 회원으로 하는 학술 협회,주요 활동 소개 일/영 
38 유한회사 회로설계서비스 http://www.cdsco.com/ 하드,소프트밑 디지털 무선시기 설계제조등 회사 소개 일/영 
39 PHP연구소 http://www.php.co.jp/ PHP연구소의 홈 폐이지 일/영 
40 식품정보관 http://www.korinbook.com/ 매일갱신!식품의 최신 정보 페이지 일본어 
41 AUTOAXEL today http://www.autoaxel.com/ 새 차 속보, 모터스포츠 정보등을 소개 일본어 
42 読売新聞社 http://www.yomiuri.co.jp/ 정치,경제,사회 ,국제,스포츠 등을 소개 일본어 
43 静岡朝日TV http://www.satv.co.jp/ TV프로그램 소개,이벤트 안내,미술관 소개등 일본어 
44 名古屋섬유제품가공협동조합 http://www.meisen.or.jp/ 나고야 섬유조합의 소개및 기술의 특징을 소개 일/영 
45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http://www.jvma.or.jp/ 자판기에 관한 통계,정보를 소개 일본어 
46 일본전자기계공업회 http://www.jeita.or.jp/eiaj/ 공업회의 개요.간행물 도서 규격 일람.통계데이타 전자산업등을 소개 일/영 
47 일본FOOD SERVICE협회 http://www.jfnet.or.jp/ 외식 산업의 업계단체 홈페이지,활동 내용,외식시장 데이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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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 URL 주요내용 언어 
48 山梨県산업진원기구 http://www.yiso.or.jp/ 야마나시현의 관광,특산물,공업단지,기업정보등 일본어 
49 전국소프트웨어협동조합연합회http://www.jaspanet.or.jp/ 일본전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협동조합 일본어 
50 石川県中小企業振興協会 http://www.ishikawasmes.ne.jp/ 현의 중소기업 안내.주요 제품명,가공내용 일본어 
51 日本容器包装リサイクル協会 http://www.jcpra.or.jp/ 용기 포장 폐기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보급 및 계발 일/영 
52 福井市農業協同組合 http://www.jafukui.or.jp/ 쌀의 판매,쇼핑의 정보 일본어 
53 大林組(株） http://www.obayashi.co.jp/ 종합건설회사、기술연구 정보,지진,지구환경 문제 일본어 
54 鹿島建設 http://www.kajima.co.jp/ 건설업에 관한 업무,서적판매나 호텔등 기업의 정보소개 일본어 
55 石橋楽器店 http://www.ishibashi.co.jp/ 기타,키보드,관악기등.중고악기도 판매 일본어 
56 株式会社　博報堂 http://www.hakuhodo.co.jp/ 종합광고 회사 하쿠호도의 기업정보와 잡지 광고의 최신호와 생활정보 일본어 
57 日経BP http://www.nikkeibp.co.jp/ 기술과 경영의 최신 정보를 매일 뉴스 형식으로 제공 일/영 
58 朝日新聞 http://www.asahi.com/ 최신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의 최대 웹 서비스 일/영 
59 Tawnpage http://english.itp.ne.jp/ 일본의 NTT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검색 영어 
60 JAPAN RAIL PASS http://www.japanrailpass.net/ JR관련 정보 일/영/한/중 
61 일본전기계측기공업회 http://www.jemima.or.jp/ 일본의 전기 계측기에 관한 신제품 정보와 회원리스트 일/영 
62 일본플라스틱공업연맹 http://www.jpif.gr.jp/ 플라스틱공련. 원재료, 제품의 생산 실적, 판매 실적등의 통계 자료, 플라스틱의 규격의 해설일/영 
63 일본DIY협회 http://www.diy.or.jp/ 일본DIY에 관한 사항,점포 안내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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