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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05

오시는길

•지하철2호선서울대입구역3번출구

·시내버스 5511번 승차시 →‘에너지자원연구소’에서 하차 → 6번

나들문으로들어와직진→오른쪽으로신한은행공대출장소를지나

→35동북쪽

·시내버스5513번승차시→‘공대입구’에서하차→5번나들문으로

들어와서→정면의신한은행공대출장소에서왼쪽→ 35동북쪽

•지하철2호선낙성대역4번출구

·주유소에서좌회전→제과점앞정류장에서마을버스 02번승차→

‘에너지자원연구소’에서 하차 → 6번 나들문으로 들어와 직진 →

오른쪽으로신한은행공대출장소를지나→35동북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5동

Tel. 02-880-8279｜Fax. 02-871-6900｜http://hjtic.snu.ac.kr

·日本 企業 技術報告書, 定期刊行物, 日本産業團體

추천 및모노즈쿠리관련특별서가

·번역용 PC 및스캐너, 일본여행·문화코너

3층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주서고

(工學·技術전반에걸친약 3,000여권의도서소장)
4층

·定期刊行物서고(약 100여종의定期刊行物소장),

硏究者를위한지정硏究空間제공

•센터홈페이지(한/일)를이용한온라인情報교류의장마련

•일한/한일번역기를통한言語障壁해소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5층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는 (株)大德電子 金貞植 회장(海東科學

文化財團 이사장)님이 출연한 기부금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설립 목적은 日本 産業技術이 국내의 技術 發展에 이바지한

바가 크나 최근 日本 産業技術을 도외시하거나 이를 도입하는

데 여러 장애가 있는 듯하여, 日本 産業技術을 많은 국내 技

術 人力이 접하기 쉽도록 하여 국내 産業技術의 경쟁력을 제

고시키고자 함에있다. “海東”은 김정식 회장님의 호이다. 

•工學 전 분야의 3,000여권의

단행본과 도요타 리뷰, 히타

치 평론, 미쓰이조선 기보 등

日本 企業에서 직접 발간하는

技術報告書, 과학기술백서,

모노즈쿠리백서 등 日本 政府

발간 白書, ICT관련, 모노즈쿠리, 비즈니스 등 닛케이 발간

최신 刊行物 등 100여 종을 정기 구독 및 소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으로 검색 및이용이가능하다.

•日本 産業技術 專門 圖書館

으로서工學전분야의技術

書籍, 産業界 定期刊行物,

日本 企業 技術報告書, 經

濟 및 産業新聞 등 工學 專

門도서및자료를확보

•센터 홈페이지, 서울대 중앙

도서관, NDSL과연계한온라

인검색및所藏정보제공

•e_Newsletter 발간 및所藏도서가이드및최신정기간행

물의특집기사요약등을통해所藏자료를홍보

•韓日 硏究者들의 활발한 교류 및 연구를 위한 漢字 辭典

발간및日本語맞춤강좌운영

- 일본어맞춤강좌안내 : 매 학기(3월/9월) 12주간 주 2회수업

입문, 초급, 회화반으로구성

•“日本技術세미나”를통한일본기술의현황과전망을국내

학계에전달

- 조선해양, 우주항공,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産業界 專門家들이 매주 다른 주제로 日本 産業의 역사와

연구동향, 현황을비교·분석하는세미나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는 (株)大德電子 金貞植
회장(海東科學文化財團 이사장)님의 열정과 기부금에

의해설립된전문적인비영리日本技術情報센터입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35동 내에 위치한

센터는 2010년 3월에 개소를 하여 어느덧 6년째를

맞고있습니다.

지난 6년간 電氣電子, 機械航空, 建設, 土木, 環境, 建

築, 材料, 化工, 바이오 등 工學 전 분야의 日本 技術

書籍 및 日本 政府의 産業界 白書 등 정부 간행물, 日

本 企業 및 硏究所의 技術報告書 등을 구입하여 명실

상부한 日本 産業技術 專門 情報센터의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國內 學術 硏究者와 産業界 從事者

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매월 전자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하여

최신기술정보를효율적으로확산해나가고자합니다.

日本의産業技術을신속하게국내에전파하여보다경쟁력

있는우리나라産業技術의발전에한몫을담당하는專門

技術情報센터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할것입니다.

여러분의많은성원을바랍니다.

2016년 3월

서울대학교공과대학전기·정보공학부교수

센터장김 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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