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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센터



거점설립에서  비즈니스 확대까지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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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정보입수

규제완화관련 상담

인허가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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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노무상담

JETOR IBSC 
임시사무실 이용

재류자격, 비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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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태, 세무 규제
등의 상담 

1～3개월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기간

・일본시장 및 산업 정보의 제공

・거점설립에 관한 절차 (등기, 비자, 세무, 노무, 법무등의 상담)
・서비스 프로바이더 소개 (인재소개, 부동산회사, 회계사무소 등)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정보 제공

・인허가, 관련법 제도 정보 제공

・비즈니스 파트너후보와의 교류기회 제공

・일본 정부, 관계 부처와의 면담 주선

・규제전반, 규제개혁요망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상담 창구

・IBSC의 임시 사무실 제공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나고야, 후쿠오카)
・다목적홀 및 회의실 제공

폭넓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에서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점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JETRO IBSC 서비스
JETRO는  대일투자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  설립부터  사업확대까지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는 일정한 조건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JETRO사무소(일본 국내, 해외)  또는 JETRO IBS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정보제공 네트워크

IBSC 임시 사무실은 일본 각지의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BSC (Tokyo)

JETRO IBSC(Tokyo)서비스와 함께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의 JETRO IBSC
JETRO는 일본내 주요 6개도시에서 무료로 임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개정

임시 사무실
거점설립 준비기간 중 영업일 기준 5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조건

입주 기간

시설 사용료

사무실 설비

공용 설비

사무실 면적

일본에 거점설립, 사업확대를 계획중인 외국, 외자계기업 

※IBS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50일 (추가 50일 연장 가능하나 시설 사용로 발생)

무료 (보증금, 통신비는 별도)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 인터넷 회선등

회의실, 다목적 홀 (도쿄)

약13.5㎡ (2인실),　약18.0㎡ (3인실),　약36.0㎡ (6인실)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 （JETRO IBSC 도쿄 인접）

일본정부와 도쿄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점설립 지원센터입니다.

도쿄에서의 법인 설립과 사업개시에 필요한 각종절차에 대해 무료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서비스 내용＞

・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에 필요한 각종 수속 지원 (정관인증, 등기, 세무, 연금, 사회보험, 입국관리등)

・ 전자신청 지원,  다국어에 의한 통번역 서비스

요코하마

Industry & Trade Center Bldg. 2F, 2, 

Yamashita-cho, Naka-ku, Yokohama, 

Kanagawa 231-0023

Tel: +81-45-222-8911

Email: YOK@jetro.go.jp

나고야

Aichi Industry & Labor Center 18F,

4-4-38, Meieki, Nakamura-ku, 

Nagoya, Aichi 450-0002

Tel: +81-52-589-6210

Email: NAG@jetro.go.jp

도쿄

Ark Mori Bldg. 7F, 1-12-32, Akasaka, 

Minato-ku, Tokyo 107-6006

Tel: +81-3-3582-4684

Email: Invest_Japan@jetro.go.jp

오사카

Osaka-Kokusai Bldg. 29F, 2-3-13,

Azuchi-machi, Chuo-ku, Osaka, 

Osaka 541-0052

Tel: +81-6-4705-8660

Email: OSD@jetro.go.jp

고베

Kobe C.I.T. Center 4F,

5-1-14 Hamabe-dori, Chuo-ku, Kobe, 

Hyogo 651-6591

Tel: +81-78-252-7505

Email: KOB@jetro.go.jp

후코오카

Fukuoka Chamber of Commerce Bldg. 

7F, 2-9-28 Hakata Ekimae, Hakata-ku, 

Fukuoka, Fukuoka 812-0011 

Tel: +81-92-471-5635

Email: FUK@jetro.go.jp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 대일투자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3F  
Tel. 02-739-8657, Fax. 02-739-4658  www.jetro.go.jp/korea/
이병호, 강진숙 (kosproject1@jetro.go.jp)

세계속의 
JETRO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