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간행물, 기술보고서백서, 미래기술과 신산업 
관련 특별서가, 번역용 PC 및 스캐너, 일본여행문화
코너, 일본어 강의실

3층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주 서고
 (공학 기술 전반에 걸친 약 3,000여 권의 도서 소장)

4층

5층     정기간행물  서고(약 100여 종 / 4,000여 권 소장)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00~ 오후 6:00

   대출정보 ┃ 최대 5권, 2주 가능(일주일씩 2회 연장 가능)

이용 안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해동일본기술
정보센터
HAEDONG
JAPAN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5동

TEL 02-880-8279┃FAX 02-871-6900┃http://hjtic.snu.ac.kr

①    시내버스 5511번 승차시  ‘에너지자원연구소’에서 하차  6번 나들문으로  

 들어와 직진  오른쪽으로 신한은행 공대출장소를 지나  35동 북쪽

②    시내버스 5513번 승차시  ‘공대입구’에서 하차  5번 나들문으로 들어와서  

  정면의 신한은행 공대출장소에서 왼쪽  35동 북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①    주유소에서 좌회전  제과점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노천극장’

에서 하차  사범대학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350m 직진  35동 북쪽

A guide to use

https://www.facebook.com/snuhjtic

http://blog.naver.com/hjtic2010

카카오톡 오픈채팅@HJTIC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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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는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해동과학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열정과 기부금에 의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설립된 일본 산업기술 정보센터입니다. 공학 전분야의 

3,000여 권의 기술 서적과 Nikkei Science, Nikkei Electronics, 

Nikkei Automotive, Nikkei Computer, Telecommunication 

등의 각 분야별 정기간행물과 도요타, 미쓰비시, 히타치, NTT 등 

일본기업들의 기술보고서와 각종 백서 등의 최신 정기간행물 

100여 종을 정기구독 및 소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업

      일본 산업기술 전문 도서관으로 공학 전 분야의 기술서적, 산업
별 정기간행물, 기업 기술보고서, 경제 및 산업관련 신문 등의 
공학 및 산업관련 도서 및 자료를 확보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기간행물의 특집 기사와 경제 및 산업관련 신문기사의 
한글 요약 등을 제공하며 주간브리핑과 월간브리핑을 메일과 
SNS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맞춤 강좌 운영  
      :  매 학기(3월/9월)에 12주간 주 2회 수업 / 입문, 초급, 회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세미나를 통한 일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전달
     :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건설, 조선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산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매주 다른 주제로 일본산업의 동향과 비교

분석 등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   HOMEPAGE POINT  ● ● ●

01 신착도서 02 일본산업뉴스요약 03 번역기예약

● ● ●   HOMEPAGE MAIN  ● ● ●

"일본 공학·산업기술 정보의 보고"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최신정보 한글요약 제공

About the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