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으로보는



● 1952년 개교 당시 본부 모습-충청남도청 가건물

● 1953년도 개교 1주년 기념식

● 1955년 9월 제1대 총장 취임식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1950년대-설립 및 정착기

1952~1967



● 1958년 준공된 문리과대 건물

● 1960년대 문화동캠퍼스

● 1960년대 보운캠퍼스 풍요의 길

충남대학교 60년사

설립및정착기 1950년대 生誕



● 1960년대초 보운캠퍼스 전경

● 1960년대 공과대학 수업 모습

● 1960년대 문화동캠퍼스 공과대학 본관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1960년대-설립 및 정착기

1952~1967



충남대학교 60년사

● 1960년대 문화동캠퍼스 농과대학

● 1960년대 문화동캠퍼스 법경대학

설립및정착기 1960년대 生誕



● 1970년대 태극정원

● 1970년대 학생 봉사활동

● 1972년 문리대 여학생 주관 바자회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1970년대-발전 및 확장기

1968~1989



● 1975년 학도호국단 자체검열

● 1979년 개교 27주년 기념아치 - 대전

충남대학교 60년사

발전및확장기 1970년대 想理



● 1980년대 대덕캠퍼스 신축공사 기공식

● 1982년 개교 30주년 백마상 준공식

● 1982년 개교 30주년 충대석탑 개막식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1980년대-발전 및 확장기

1968~1989



●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총회

● 1989년 5월 23일 농과대 농장 개장기념 모내기

● 1989년 개교 37주년 백마대동제

충남대학교 60년사

발전및확장기 1980년대 想理



● 1991년 5월 전자계산소 IBM 기종 도입 가동

● 1992년 4월 1일 퀴즈아카데미 공개방송

● 1993년 5월 27일 동아리 행사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1990년대-중흥 및 도약기

1990~현재



● 1998년 10월 KBS-2TV 일요일은 즐거워

● 2000년 7월 12일 국제문화회관 개관식

● 2002년 8월 28일 정심화 흉상 제막식

충남대학교 60년사

중흥및도약기 1990년대 躍跳



● 2004년 3월 25일 도서관 정오의 음악회

● 2004년 6월 25일 몽골 국립대학교 중고 컴퓨터 기증

● 2005년 벚꽃길 개장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2000년대-중흥 및 도약기

1990~현재



● 2006년 5월 22일 제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충남대학교 60년사

중흥및도약기 2000년대 躍跳

● 2006년 7월 몽골 해외봉사단 발대식

● 2006년 풍물한마당



●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방제 봉사활동

● 2007년 서명원 전총장 흉상 제막식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2000년대-중흥 및 도약기

1990~현재



● 2008년 독도수호대 발대식

●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충남대학교 60년사

중흥및도약기 2000년대 飛雄

● 2008년 2월 19일 배추분자마커연구사업단 개소식



● 2009년 자유전공학부 현판식

● 2009년 3월 6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개원식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2000년대-중흥 및 도약기

1990~현재

● 2009년 3월 12일 간호대학 현판식



충남대학교 60년사

● 2009년 4월 28일 주한미국대사 Kathleen Stephens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 2009년 3월 12일 의학전문대학원 현판식

중흥및도약기 2000년대 飛雄

● 2009년 6월 15일 (주)일양약품과 기술이전 계약식



사진으로보는

충남대학교 2010년대-중흥 및 도약기

1990~현재

● 2010년 4월 1일 재활병원 및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 기공식

● 2010년 9월 14일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개원식 ● 2011년 5월 3일 신약전문대학원 개원식

● 2009년 11월 14일 총동창회 동문가족 등반대회



충남대학교 60년사

중흥및도약기 2010년대 飛雄

● 2011년 수당정(김봉주 명예교수기능) 완공

● 2012년 2월 1일 정상철 총장 취임식 ● 2012년 정상철 총장 1대 1 멘토링 기금 약정식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선진화 방안 추진 협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