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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대학의 명칭인 건양(建陽)은
양(陽)의 새로운 태동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1896년 국운이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채택한 조선의 연호로서,
인재양성을 통해 나라를 크게 번창시키는
주체가 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건양대학교의 교표는 정직ㆍ존중ㆍ도약의 철학과
‘글로벌 교육 명문대학’으로의 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K’,‘Y’
‘Y’이니셜의
이니셜의 어우러지는
‘K’,
어우러지는모습은
모습은
정직과 존중이 공존하며 무한가능성의 시너지를 발산,
세계를 품고 글로벌을 향해 도약하는
모습이다
새(건양인)의 모습이다.

건양 명예코드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대전 메디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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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학교

서울 김안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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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강령

정직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건양대학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명예이다. 우리 건양인은 건양 명예코드에 서명하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교육에 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아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하나, 건양인은 정직한 노력으로 승부하고,
남의 지식ㆍ희생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하나, 건양인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유해한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
하나, 건양인은 자신감 있는 언행과 용모로
남을 배려하는 긍정적 자세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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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로고

｜학생 공모전 선정 로고

로고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학사모’는 대학교 졸업을 상징한다.

● 

이는 건양대학교 학생으로서 명예로운 졸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임을 의미한다.
정직한 각을 갖춘 학사모와 한글 모양은 건양 명예코드의 올곧은 인재상을

● 

나타낸다.
학사모 기둥의 ‘ㄱ’은 건양대학교를, ‘ㅁ’은 명예코드를 뜻한다.

● 

로고의 전체적인 색상을 차지하는 초록색은 건양대학교의 상징이자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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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의 황금색은 명예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명예코드의 의미를 더욱 강조
●


한다.

KONYANG UNIVERSITY

코드의 핵심인 정직ㆍ도전ㆍ자신감의 의미를 함축한다.

건양 명예코드

건양 명예코드 캐치프레이즈

건양인의 최고 명예는
정직과 도전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 건양인은 정직함으로써 스스로의 명예를 지킵니다.
- 건양인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창조적 삶을 추구합니다.
- 건양인은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 건양 명예코드는 그대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줍니다.
- 건양 명예코드는 새로운 비전과 세상을 열어줍니다.
- 명예는 건양인 스스로 지켜가야 할 평생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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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산의 명소

건양 명예코드

Ⅰ. 건양대학교의 발전상 및 설립자 총장

➊ 건양대학교는 어떤 대학인가?
한국 제1의 안과 전문의 명곡(明谷) 김희수(金熺洙) 박사에게 나이는 한갓
숫자에 불과했다. 40년 넘게 의료계에 몸담아왔던 그는, 예순의 나이에
평소의 꿈이었던 육영사업을 실현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낙후된 고향 논산에 건양중ㆍ고등학교와 건양대학교, 건양
대학교병원을 잇달아 건립했다.
1991년 개교한 건양대학교는, 조선 기호학파의 산실인 논산 돈암서원의
학풍을 이어받아, 실용적 학문 위주의 대학 체제를 완비, 짧은 기간에 충청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다. 1995년에는 숙원 사업이던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00년에는 대학 부속
병원인 건양대학교병원을 대전에 개원했다.
그러나 지방대학 위기설이 대두하자, 김희수 박사는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2001년 제4대 총장에 취임했다.
‘학생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위기는 최고의 기회’라는 소신 아래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건양대학교는 "가르쳤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책임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생중심', '교육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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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부교육 선도대학
(ACE)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CK, 7개 분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선정에 이르기
까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100%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면서, “작지만 강한 대학” , “충청권을 벗어나 전국적인 사립 명문대학”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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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총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장

건양 명예코드

➋ 설립자는 누구인가?
김희수 총장은 1928년 충남 논산 양촌면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명문
거족인 광산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전형적인 유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공주중ㆍ고교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한국동란 중에는
종군의사로 활동하였으며 전주구호병원, 대전구호병원 및 대전보건소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세인트 프란시스병원 인턴을
거쳐 일리노이 주립대학 안과대학원을 수료하여 선진 의학을 익혔다.
국내로 돌아와 인천 기독병원 안과과장, 제3육군 병원 안과과장, 고려대ㆍ
연세대ㆍ이화여대 의과대학 안과 외래교수를 역임하였고 모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안과학회 제24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충청남도 개도
1백주년 기념 ‘충남을 빛낸 100인(의료 부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01년
건양대학교 제4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 제8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공인(公人)으로서 김희수 총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업적은 이제
육영과 의료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솟아 있다. 의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영등포에 김안과병원을 개원하여 동양 최대의 의료법인으로 성장
시켰다. 삶의 빛을 되찾아주기 위해 김안과병원이 헌신적으로 전개한 연중
무휴의 진료 및 인간 중심의 소명의식, 소아안과의 특별 진료 등은 의료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12
●

KONYANG UNIVERSITY

또한 ‘꽁초 줍는 총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
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솔선수범하여, 뛰어난 리더십과
참된 교육자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학, 입학이
바로 취업이 되는 기업형 대학, 건실하고 투명한 모범사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학, 김희수 총장의 실용 교육철학이 담긴 건양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이러한 공로로 2007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장
했으며, 2008년 모교인 연세대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런 연세인’에 선정되
었다. 2010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통령 표창(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자상),
2011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2012년~2016년까지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2013년~2014년 대한민국 글로벌리더를 수상한 바 있다.
사인(私人)으로서 김희수 총장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근검절약하며
검소한 생활로 일관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매사에 근면ㆍ성실한
자세로 모범의 전형을 보여주며, 초지일관한 성품으로 한번 품은 뜻은 치밀
하게 계획하여 반드시 실천하는 추진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또한 예문 종가의 후손으로서 종사(宗事)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참여
하여 광산김씨 제19~22대 대종회장에 9년간 봉직하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숭조돈목(崇祖敦睦)하는 예학
사상을 늘 강조하며, 스스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화목
하고 건강한 가정을 실천해
보였다. 특히 강한 애향심의
발로로서 지역 경제와 교육,
문화, 의료 부문 등을 개선 발전
시키기 위해 봉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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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으로 1997년 고향 양촌
면민들이 공덕비를 세웠으며
2012년 논 산시민 2,791명이
성금을 모아 건양대학 내 공덕
비가 건립되었다.

건양 명예코드

➌ 건양대학교의 짧지만 눈부신 발전의 역사는?
서울 김안과병원을 운영하는 김희수 박사는 1979년 8월 학교법인 인수
학원을 인수하여 1980년 5월 건양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산하에 건양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였다. 1988년 12월 4년제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진리
ㆍ창조ㆍ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1991년 3월 건양대학교를 개교하였다.
교명인 건양(建陽)은 1896년 고종 황제가 자주와 구국의 의지를 담아 채택한
연호로서,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양성을 뜻하고 있다.
개교 당시 인문학부에 국어국문학과ㆍ영어영문학과, 경상학부에 경영학과ㆍ
무역학과, 이학부에 수학과ㆍ화학과ㆍ전자계산학과, 공학부에 기계공학과ㆍ
컴퓨터공학과ㆍ식품공학과 등 10개 학과 400명의 정원이었으며, 199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25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1994년 9월 의학과
50명, 간호학과 40명의 의과대학 신설 허가를 받았다.
1997년 대전광역시 관저지구에 대학 부속병원을 기공, 2000년 2월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을 개원하였다. 2006년 12월 대전캠퍼스 위치 변경을
인가받아 현재 대전 메디컬캠퍼스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양대 캠퍼스가
구축되었다.
현재 대전 메디컬캠퍼스에는 ▶ 의과대학(의학과) ▶ 간호대학(간호학과)
의과학대학(작업치료학과, 병원경영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 의료공과대학
(의공학부, 의료IT공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제약생명
공학과) 등 4개 단과대학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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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는 ▶ 재활복지교육대학(심리상담치료학과, 사회
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재활
퍼스널트레이닝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스포츠의학과) ▶ 세무경영
대학(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세무학과,

정직 · 도전 · 자신감

금융학과) ▶ 군사경찰대학(국방경찰행정학부, 군사학과) ▶ PRIME창의융합
대학(기업소프트웨어학부, 임상의약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사이버보안
공학과, 융합기계공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융합IT학과, 의약바이오학과,
글로벌프론티어학과, 융합디자인학과) ▶ 기초교양교육대학(자기주도성학부,
인문융합교육학부, 기초교육학부) 등 5개 단과대학이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군사경찰
행정대학원, 상담대학원 등 5개 대학원이 있으며, 행정기구로 학사운영처,
교육질관리처, 학사지원처, 창의인재처, 평생교육대학, 국제교육원, 정보통
신원, 명곡도서관, 산학취업본부 등이 있다. 부설연구소로는 예학교육연구원,
명곡의과학연구소,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창의력개발연구소, 명곡안연구소,
공학교육혁신센터, 군사과학연구소, 평생교육정책연구소, 세종미래비전
연구원,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미래융합기술
연구원, 국방경찰행정연구소 등이 있다.
교내외 장학금으로 성적장학금, 교내일반장학금, 25개 기관의 교외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브리검영대학(하와이캠퍼스),
오스트리아 다뉴브대학, 중국 베이징인문대학 등 해외 15개국 102개 대학
및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 및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 내 교육기관으로 건양중ㆍ고등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건양대학교 부속
어린이집, 계룡학습관 등이 있다. 스포츠 컴플렉스인 건양짐나지움, 휴양
시설로 서천춘장대수련관 등이 있다.

KONYANG UNIVERSITY

대학 평가 및 국책사업 실적은 2000년 대학종합평가에서 교육 영역과
시설ㆍ설비 영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02년 2월 학문 분야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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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는 개교 이래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취업명문으로
자리잡았다. 2012년 전국 2위(75.8%), 2013년 전국 3위(73.9%)에 이어
2014년 74.5%로 1위까지 달성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대학취업률
발표에서 취업률 81.9%를 기록하여, 2014년보다 7.4% 포인트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건양 명예코드

교양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8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과 2003년 7월에는 2년 연속
으로 특성화 우수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었다.
2004년 3월 TRITAS 기술지도대학 중소기업 현장지원사업에 선정되었
으며, 같은 해 8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RIS)사업에 선정되었다.
2004년 9월에는 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산학연 최우수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학교기업(한나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 지방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어 2007년부터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연속 6년 선정되는 기록을 낳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사업”에 처음
진입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전국적인 교육명문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4년에는 교육부 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ACE · LINC · CK-I)이 되었다.
2015년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우수 교육중심대학 전국 3위를 달성했으며,
2016년 교육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PRIME) 사업에 선정
되어 명실공히 지방 명문 사립대학으로 명성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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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건양대학교의 교시와 교육철학은?

●

교시

정직(正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펼쳐나가는
적극적이고 정직한 인재 양성

●

교육철학

철학

“가르쳤으면 책임져야한다”

건학이념

참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목적

교육목표

탁월한 실용 전문인 양성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 글로벌능력 함양

- 건강한 육체와 정신 함양

-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 의사소통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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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인재상
건양대학교 인재상 “휴먼-실용인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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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고는 ‘휴먼(HUMAN)’이 ‘실용(實用)’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휴먼
역량’을 갖춘 바탕 위에 ‘실용 역량’을 더하여 직장에서 환영 받는 ‘사람’,
즉 ‘휴먼-실용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건양대학교의 인재상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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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재상의 좌우 측에는 휴먼역량과 실용역량의 구현에 필요한 각각의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건양대학교 교육을 통하여 육성되는 인재의 표상으로, ‘대학 교육의
지향점’이자, ‘교직원 직무 수행의 출발점’이며, ‘학생의 자기 발전 노력의
목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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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건양대학교의 발전상은?

●

대학의 비전
의학·의과학·의료공학 분야의 교육, 연구, 진료, 산학이
집적된 세계적 특성화 대학
- 의과학대학

- 의과학대학

- 의료공과대학

- 의료공과대학

창의융합형 교육 선도모델 대학
대학의 지역기여(Outreach) 선도모델 대학
- 재활복지교육대학

- 군사경찰대학

- 세무경영대학

- PRIME창의융합대학

대전 메디컬 캠퍼스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

- 의료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창의융합적 교육 발상지 -

- 중견기업 / 연구소 / 종합병원 출구전략

상위 15% 기업 출구전략 -

- 역량중심교육과정
- 통합교육과정(PBL / TBL / CBL)

건양대학교
양대캠퍼스 특성화

역량중심교육과정 學인産 / 産인學 현장교육 -

자기주도적 차별화 교육 -

- 글로벌 해외교류 강화
- 의료융복합연구센터 운영

기업후원에 의한 대학운영 Residential College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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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집중교육시스템 -

- 병원, 기업, 연구소 인턴십

●

- 대전캠퍼스 인프라 협력교육

건양 명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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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양 명예코드 강령 및 실천 방안

➊ 건양 명예코드 강령

정직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건양대학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명예이다. 우리 건양인은 건양 명예코드에 서명하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교육에 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아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하나, 건양인은 정직한 노력으로 승부하고,
남의 지식ㆍ희생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하나, 건양인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유해한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
하나, 건양인은 자신감 있는 언행과 용모로
남을 배려하는 긍정적 자세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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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건양 명예코드란 무엇인가?
건양대학교의 명예코드는 설립자 명곡 김희수 총장의 인생철학과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명곡은 몸에 밴 근면
성실과 근검절약 정신으로 한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생명존중의 실천과
교육중시의 큰 이상을 펼쳐왔으며 “참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건학이념으로 “가르쳤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실용교육 철학 위에 청년
인재상의 비전을 확립해 왔다.
그에 따라 건양대학교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 건강한 육체와
정신 함양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 의사소통
능력 함양 ▶ 글로벌능력 함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이와 같은 교육
목표를 통해 이룰 수 있는 ▲ 탁월한 실용 전문인 ▲ 화합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따라서 건양대학교의 모든 교육행정 및 교과지도는 ‘인성’과 ‘창의’ 그리고
‘취업능력’ 모두를 겸비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모토 아래 졸업 후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사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인재상 정립을 위한 교육적 기틀 위에 학생들의 생활
규범인 명예코드를 새로이 접목하는 것은 건양대학교의 전인교육에 대한
대내 구성원들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건양 브랜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이 육성된 건양대학교 졸업생들은 사회로
부터 ‘실력’과 함께 ‘인성’을 보증 받게 될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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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양대학교의 학생을 포함한 교수와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은
설립자의 비전에 입각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대학 공동체에 의해 올곧게 조성된 긍정적 가치들이 확고한 전통
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실천이 요구되는 바이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이에 따라 건양대학교 학생들은 명예코드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학생규칙과 기숙사 생활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수련, 개인성취, 책임감
등 명예코드 강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책임지는 모든 요소들은 학생들의 안전
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대학의 존엄과 규율을 높이 세우는
데 협력해야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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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➌ 건양 명예코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건양인은 정직한 노력으로 승부하고,
남의 지식ㆍ희생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

교실(수업, 시험, 리포트 관련)
- 교시 ‘정직’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생활한다.
- 정시 출석과 바른 수강태도를 최우선으로 행한다.
- 그룹과제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명예시험, 명예리포트 및 명예활동을 정당하게 성취한다.

●

일상생활(생활자세, 언어, 용모 관련)
- 타인의 희생과 노력을 존중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자신 혹은 타인과의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 정직을 바탕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
- 유학생들을 건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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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

KONYANG UNIVERSITY

-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자제하고 절제한다.
- 타인의 재산 및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학교 시설물을 자신의 것처럼 아낀다.
- 쓰레기 및 잔반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건양인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유해한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

●

교실(수업, 시험, 리포트 관련)
- 개인별 성장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천한다.
- 매학기 스스로 도전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평생패밀리제도를 통해 개인별 성장 및 미래 비전을 계획한다.
- 표절, 베끼기 등은 부도덕한 행위임을 늘 자각한다.

●

일상생활(생활자세, 언어, 용모 관련)
- 중독성 행동(음주, 흡연, 게임, 핸드폰 등)을 자제한다.
- 중독성 행동의 진단테스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한다.
- 여유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늘 책이나 자료 등을 지참한다.
- 바른 생활 관리를 위해 메모를 습관화한다.

●

학교생활(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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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메이트와 공동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여 지키도록 노력한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고른 영양 섭취에 힘쓴다.
-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꾸준한 체력단련을 통해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한다.

건양 명예코드

건양인은 자신감 있는 언행과 용모로
남을 배려하는 긍정적 자세로 생활한다.

●

교실(수업, 시험, 리포트 관련)
-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휴대폰은 수거함에 비치한다.
-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잡담하거나 졸지 않는다.
- 발표 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 조별활동에 있어 소극적, 배타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생활자세, 언어, 용모 관련)
- 품격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자존감을 높인다.
-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말을 건넨다.
-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 및 용모를 갖춘다.
- 몸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건강하게 생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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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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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시설의 청결한 이용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소음, 쓰레기 투척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장애인,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 학교 기물 사용 시 다수의 이용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➍ 건양 명예코드 학생위원회의 조직은?

구분

직책명

학생위원장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의과대학 단대장
간호대학 단대장
의과학대학 단대장
의료공과대학 단대장

학생위원
재활복지교육대학 단대장
세무경영대학 단대장
군사경찰대학 단대장
PRIME 창의융합대학 단대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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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➎ 건양 명예코드 서식
●

건양 명예코드 칭찬/위반 고지

아래와 같이 명예코드 칭찬/위반 내용을 알고 있어 이를 묵인하지 않고
명예코드 학생위원회에 고지합니다.

언 제
어디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년

월

고지자: 김건양(학과, 학번, 전화번호)

28

일

시
서명

건양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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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양식은 명예코드 칭찬/위반한 내용을 고지하고자 하는 학생, 교직원이 사
용한다.
- 위 내용에 대해 고지자와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을 유지한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

건양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명예코드 학생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명예코드 칭찬/위반으로 고지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 진위 여부를 명예코드 교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고지자 : 김건양(학과, 학번, 전화번호)
언 제
어디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위 고지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명예코드 칭찬/위반이
사실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선택)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이름

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일

시
29

- 위 내용에 대해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위원과 명예코드 교수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을 유지한다.

KONYANG UNIVERSITY

- 위 양식은 명예코드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다.

●

건양 명예코드 교수위원회 귀하

건양 명예코드

●

건양 교수명예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명예코드 교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명예코드 칭찬/위반으로 명예코드
학생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그 진위 여부를 명예코드
위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고지자 : 김건양(학과, 학번, 전화번호)
언 제
어디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위 고지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명예코드 칭찬/위반이
사실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선택)
명예코드 교수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이름

년

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일

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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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코드 위원장 귀하
- 위 양식은 명예코드 교수위원회에서 작성한다.
- 위 내용에 대해 명예코드 교수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을
유지한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

명예로운 건양인 추천 서식

명예코드 교수위원회는 건양 명예코드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명예로운 건양인’을 추천합니다.
언 제
어디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년

월

명예코드 교수위원회 위원장

일

시
서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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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양식은 명예코드 교수위원회에서 작성한다.
- 기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명예코드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

명예코드 위원장 귀하

건양 명예코드

●

명예시험 선서 및 내용

●

건양대학교 명예시험 선서문

우리는 건양대학교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교 이래
인성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아 나의 양심이 나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학교와 사회, 인류 공동체의 품격을 높여주는 핵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승부하고, 남의 지식ㆍ 희생
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는 명예코드 정신에 입각하여, 무
감독 시험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
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명예코드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0월 0일 건양대학교 ○○○

●

명예시험 서약서(시험지 인쇄)

명예 시험은 건양대학교 학생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언의 약속
입니다. 명예를 저버린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무감독
시험에 정직하고 명예롭게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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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험 캐치프레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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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로운 1점은 불명예한 100점보다 값진 것입니다.
- 무감독 시험은 건양인의 품격을 높여주는 자랑입니다.
-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Ⅲ. 대학생활 안내
➊ 2017년도 주요 학사일정
학사내용

1학기

2학기

입학식

2. 20(월)

2017. 2. 19(월)

1학년 입학식 및 동기유발학기 개강(1학기)
취・창업 동기유발학기(2학기)

2. 20(월) ~ 3. 10(금) 8. 21(월) ~ 8. 25(금)

2-4학년 개강

2. 27(월)

8. 28(월)

수업일수 1/5선

3. 17(금)

9. 15(금)

수업일수 2/5선

4. 7(금)

10. 6(금)

중간고사

4. 17(월) ~ 4. 21(금)

10. 16(월) ~ 10. 20(금)

수업일수 3/5선

4. 28(금)

10. 27(금)

한솔대동제 및 체육대회

5. 9(화) ~ 5. 11(목)

개교기념일

5. 16(화)

수업일수 4/5선

5. 19(금)

11. 17(금)
12. 4(월) ~ 12. 8(금)

기말고사

6. 12(월) ~ 6. 16(금)

12. 11(월) ~ 12. 15(금)

방학

6. 19(월)

12. 18(금)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기간

6. 26(월) ~ 6. 30(금) 12. 26(화) ~ 12. 29(금)

학적변동기간

7. 10(월) ~ 7. 14(금)

1. 15(월) ~ 1. 26(금)

수강신청기간

7. 24(월) ~ 8. 5(토)

1. 29(월) ~ 2. 10(토)

학위수여식

8. 18(금)

2. 21(수) ~ 2. 23(금)

등록기간

8. 21(월) ~ 8. 25(금) 2. 19(월) ~ 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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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준비 및 정기휴업일 수업보강 기간 6. 5(월) ~ 6.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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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➋ 대학생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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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년

- 방학 중 시행하는 프로그램(해외봉사활동, 해외배낭여행 등)
참가하기
-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교직 등의 기회 노리기
- 전공 관련 학술도서 연구하기
- 미래 진로 설정을 위한 멘토 찾기
- 한 달에 2권 이상 독서하기(졸업요건 독서인증 확인하기)

3
학
년

- 다양한 진로(취업, 대학원, 유학, 창업 등) 중 방향 잡기
- 졸업 인증 및 졸업학점 관리하기
- 외국어 및 컴퓨터, 전공 자격증 준비하기
- 입사 희망기업 5개 이상 선택하고 요건 준비하기
-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해보기
- 신문 및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흐름 파악하기

4
학
년

- 창의인재개발원을 적극 활용하기(이력서클리닉, 모의면접 등)
- 자신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며 경쟁력 갖추기
- 취업한 동문, 선배들의 조언 들어보기

●

1
학
년

- 나의 교육과정 반드시 알기
(학교 홈페이지 → 대학 → 소속대학 → 교육과정)
- 나의 졸업인증 바로 알기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졸업인증)
- 선배, 동기들과의 인맥 넓히기 / M.T 등 학교행사 모두 참석하기
- 출석률 100%, 지각률 0%로 교수님들께 좋은 이미지 만들기
- 관심 있는 동아리 1개 이상 가입하기
- 친구들과 여행하기
- 한 달에 2권 이상 독서하기
-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1개 이상 반드시 섭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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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건양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국제교류국

담당업무
창의융합캠퍼스 종합적인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메디컬캠퍼스 종합적인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

기획국

총학생회 기획 총괄 관리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재무국

총학생회비 경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홍보국

온·오프라인을 통한 총학생회 홍보에 관한 사항

복지국

창의융합캠퍼스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메디컬 복지국

소통국

대외협력국

체육국

문화국

여성국

메디컬복지국

복지국

홍보국

메디컬 사무국

재무국

기획국

메디컬사무국

사무국

구 분
사무국

메디컬캠퍼스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학생평등 및 인성관 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문화국

문화활동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체육국

체육활동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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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

소통국
국제교류국

대외제휴업체와의 학교·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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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대학 동아리활동
캠퍼스

구분

문화

동아리명
광장

연극을 통한 예술활동

RIP

락밴드(공연)

일루션

애니메이션 만화 제작

포토박스

취미사진 촬영 및 전시

엉거주춤

활력 넘치는 댄스

호롱불
봉사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

학술

종교

스포츠
36

활동내용

지역아동대상 야학 지원

아름드리

지역 복지기관연계 사회봉사

품앗이

지역 복지기관연계 사회봉사

아트애드

지역 복지기관연계 벽화봉사

지존
청바람

의료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
독서모임을 통한 창의력 개발

DFC

기독교를 통한 신앙 활동

에파타

천주교를 통한 신앙 활동

황검회

검도를 통한 건강증진

리베로

축구를 통한 건강증진

Smashing

배드민턴을 통한 건강증진

●

RUSH

자전거를 통한 건강증진

산누리

등산을 통한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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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구분

동아리명
노말피플

문화

활동내용
아카펠라 중창활동

후룩

활력 넘치는 댄스활동

CLEF

오케스트라 연주활동

천지음

풍물 공연활동

뮤즈

락밴드(공연)

메타스타시스 락밴드(공연)
난공불락
대전
메디컬
캠퍼스

락밴드(공연)

절주동아리

교내외 절주캠페인 활동

봉사

함께심봉사

교내외 봉사활동

학술

메디씨네

종교

스포츠

독립영화감상 및 의료지식공유

CMF

기독교를 통한 신앙 활동

룩스

천주교를 통한 신앙 활동

NF

풋살을 통한 건강증진

인터셉트

테니스를 통한 건강증진

ATP

농구를 통한 건강증진

벼락치기

야구를 통한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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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보건진료소
●

위치 : 건양회관 3층 / 041-730-5179

●

학생지원프로그램
구 분

전교생
무료건강검진

주 요 내 용
■

일 정 : 1,2학년(3월 중) 3,4학년(9월 중)

■

검진비용 : 전액 무료

■

검진항목 : 신체계측, 간기능, 혈당, 신장기능,
대사기능, 간염, 소변, X-ray 검사 등

■

비만클리닉
&
금연클리닉

38

비만클리닉 :
남자 BMI 28이상 & 체지방율 30%이상
여자 BMI 28이상 & 체지방율 35%이상
1차, 최종 검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

금연클리닉(흡연자대상) :
1차 10개월 금연성공 시 →
2차 1차 성공 후 1년 금연유지 시 →
최종 2차 성공 후 1년 금연유지 시 →
소변검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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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학생보험 청구
●

목적 : 캠퍼스 생활 중 상해발생에 대비하여 교내 상해보험제도를 운영
- 캠퍼스 생활이란 : 교내 정규 수업, 교육행사,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동안을 의미
- 예외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교내ㆍ외 활동,
단순 학교생활 중 일어난 사고, 싸움 등 제3자의 과실
발생한 사고

●

보상범위 : 본인부담 치료비 2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사고경위서 및 보험금청구서 각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재학증명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단서 1부,
초진기록부 1부, 통장사본 1부

●

유효기간 : 사고발생일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제출장소 : 논산창의융합캠퍼스 명곡정보관 1층 학사운영팀 학생파트

●

연 락 처 : 041-730-5143
※ 학교와 보험사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인 관계로, 보험사의
사정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최대 1~2달이 소요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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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산의 명소
➊ 논산은 어떤 곳인가?
논산은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해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지로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이 정착하여 온 곳으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이 위치하고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위치하여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와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군대가 황산벌을 중심으로
백제 최후의 결전을 벌인 곳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산, 은진, 노성, 석성 등 4현이 위치하였고, 1912년
4현을 4군으로 변경하였다가 1914년 4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을 설치하였고,
19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다.
논산시의 남동부에는 대둔산(878m) 줄기의 월성봉(650m)ㆍ바랑산
(555m) 등이, 북동부에는 계룡산(845m) 줄기의 황적봉(664m)ㆍ관암산
(826m)ㆍ향적산(574m) 등이 산지를 이루며,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야를 이룬다.
우리나라 주요 식량 공급지이며, 연무읍에 신병훈련소가 있어 군사적 기능도
큰 곳이다. 행정구역은 강경읍ㆍ연무읍ㆍ가야곡면ㆍ광석면ㆍ성동면ㆍ노성면
ㆍ상월면ㆍ부적면ㆍ연산면ㆍ벌곡면ㆍ양촌면ㆍ은진면ㆍ채운면ㆍ취암동ㆍ부창동
등 2개 읍 11개 면 2개 동이 있다. 인구는 2016년 기준 123,6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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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1점(보물 6, 천연기념물 1, 사적 2, 중요민속
자료 2)과 도지정문화재 43점(유형문화재 23, 기념물 15, 민속자료 4, 무형
문화재 1), 문화재자료 33점, 등록문화재 4점이 있다.
호남선이 시의 중앙부를 지나며, 채운면과 연무읍 사이에 연무지선이 연결
된다. 시의 남서부를 호남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시가지를 중심으로
대전ㆍ공주ㆍ부여ㆍ익산 방면의 지방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정직 · 도전 · 자신감

➋ 논산의 가볼 만한 곳은?
●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하며 사적 제383호로 지정되었다. 1634년(인조 12)
창건. 조선 선조~인조 때 문신이며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예학파 유학자
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으며, 1660년(현종 1)에
사액(賜額)된 호서지방(충청도)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에도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경역 내에는 강당ㆍ동재ㆍ서재ㆍ사우(사당)ㆍ장판각ㆍ양성당 등 건물 10여
동과 돈암서원비ㆍ관리사 등이 있다. 이 중 사우인 유경사에는 김장생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그 아들 신독재 김집(1574~1656), 동춘당 송준길
(1606~1672), 우암 송시열(1607~1689)의 네 분을 모시고 있다. 또 장판각
에는 김장생ㆍ김집ㆍ김계휘의 문집과 왕실의 하사품인 벼루ㆍ전적 등이
보관되어 있다.
돈암서원은 1879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으며 크게 강학영역과 배향
영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강학영역은 강당인 '양성당'과 '재'라고 불라는
두 채의 기숙사로 이루어진다. 돈암서원은 평지에 위치한 서원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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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암서원과 건양대학교

명곡 김희수 총장은 명문거족 광산 김씨이며, 광산 김씨는 한국 유학의
정맥을 이어 예학으로 일가를 이룬 사계 김장생ㆍ신독재 김집을 배출한
집안이다.
김장생은 예학을 일으켜, 예(禮)는 인간의 본성인 인의(仁義)에서 나오는
것이라 보고, 예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인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 오상
(五常)을 현실사회에 구현하고자 했다. 김장생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도 직(直)일 뿐이요, 직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인간의 선한 본성인 인의예지신을 사람마다
곧게 발휘하여 서로 존중하는 예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고 인애(仁愛)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김희수 총장은 이러한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여 의술로써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삶과 빛을 주었을 뿐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워 젊은
세대에게 희망의 밝은 길을 열어 주었으며, 올바른 사회를 열어가는 줄기찬
실천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교 이래로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에 ‘정직’으로 건학이념을 요약하여 인재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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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강서원

●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현종13년(1672)에 건립
되고 숙종8년(1682) 사액된 서원이다. 파평 윤씨의 중심인물인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4인을 배향하고 있다.

KONYANG UNIVERSITY

숙종43년(1717) 사액현판이 철거되었다가 경종2년(1722)에 현판이 회복
되었고 정조5년(1781) 국가에서 중수하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보존되었던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서원의 강당이 충남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보물 제1746호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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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촉사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에 있는 절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968년(광종 19) 혜명에 의해 창건될 때 조성된 석조
미륵상이 발산하는 빛을 좇아 중국에서 명승 지안이 와 예배했다고 하여
관촉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법당은 1386년에 건립해 1581년과 1674년에
중수했으며 1735년 다시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내에는 관음전
ㆍ삼성각ㆍ사명각ㆍ해탈문ㆍ현충각 등의 당우가 남아 있으며, 석조보살입상
(은진미륵, 보물 제218호)과 석등(보물 제232호)을 비롯해 사리탑ㆍ연화
배례석ㆍ사적비 등이 있다.
●

석조미륵보살 입상(은진미륵)

968년(고려 광종19)에 조성되었으며
보물 제218호이다. 높이 18.12m로서 우리
나라 석조불상 중 가장 크다. 장방형의
보관을 쓰고 있으며, 거대한 원통형 체구의
불상은 고려 10세기 후반의 충청도 지방
에서 조성된 석조불상의 모델이 되었다.

●

개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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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시 연산면 천호산 자 락 에 있는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한 기념으로 지은 개국사찰이다. 왕건의
어진(초상화)을 봉안한 어진전이 있으며,
고려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호국사찰이면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항상 이곳에서
하늘에 기원을 올리고 나라의 평온을 소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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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에는 왕건이 후백제를 멸하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후 조성
했다는 삼존석불이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불상 중 걸작으로, 키가 큰 주존
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좌협시불, 우협시불이 있다. 중앙의 본전불은
좌우 230㎝, 앞뒤 216㎝ 방대형 대좌 위에 입상으로 되어 있다.
●

명재고택

논산시 노성면에 위치하며 조선 중기
소론파의 지도자이자 대학자인 윤증
(1629~ 1711)의 고택으로 중요민속문화
재 제190호이다. 높은 기단 위에 앞면
4칸ㆍ옆면 2칸 규모의 사랑채가 있고,
왼쪽 1칸 뒤로 '一' 자형의 중문간채가
자리잡고 있다. 중문간채는 안채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1칸 돌아 들어가게 중문을
내었다. 중문을 들어서면 'ㄷ'자 형의 안채가 있어서, 중문간채와 함께 튼
'ㅁ'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집 앞에는 넓은 바깥마당이 있고 그 앞에 인공연못을 파고 가운데에
원형의 섬을 만들어 정원을 꾸몄다. 또한 안채 뒤쪽에는 완만한 경사지를
이용하여 독특한 뒤뜰을 가꾸어, 우리나라 살림집의 아름다운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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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제 계백(? ~660) 장군의 유적 전승
지이다. 641년 의자왕의 즉위 이래 백제는 고구려와 제휴하여 신라를 자주
공격했다. 고립된 신라는 660년 당나라 소정방과 김유신의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과 백강으로 쳐들어왔다. 계백은 5,000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1인당 100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4번을 싸워 이겼으나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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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끝내 결사대와 함께 장렬히 최후를 마쳤다. 이 황산벌 전투로
백제는 비운의 종말을 맞이했다.
계백장군 묘는 장렬하게 전사한 계백장군의 충절어린 의로운 죽음을 보고
백제 유민들이 장군의 시신을 거두어 은밀하게 가매장한 곳이며, 위패를
모신 충장사에서 매년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백제의 군사
문화를 체험하고 계백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리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강경, 근대의 공간을 찾아서

100년 전 강경은 나라 안에서 가장 흥청거리는 곳 중 하나였다. 강경
포구는 원산 포구와 함께 전국 2대 포구로 꼽혔고, 한달에 6번 서는 강경장은
평양장, 대구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20년대 이미 전기, 수도, 극장까지
들어왔으며, 중국의 무역선과 일본의 배들도 강경을 찾았다. 해산물은 물론
약재와 일용잡화까지 모든 것이 강경장에 나왔다.
일제시대 건축물로서 1905년 세워진 구 한일은행 건물, 남일당 한약방,
강경공립보통학교(현 강경중앙초등학교), 강경공립상업학교(현 강경정보
고등학교) 관사가 온전히 남아 있다. 교사, 법원장, 의사, 경찰서장처럼 지역
유지들이 살던 북옥리 주택가에 일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북옥감리교회는 보기 드문 한옥 단층 교회이다.

45
●

KONYANG UNIVERSITY

강경포구에는 일제 때 만든
갑문과 1925년 세워진 강경
노동조합 건물이 있다. 조합원
780여명이었던 조합 건물은
이제 짠내가 밴 창고로 쓰인다.
공원으로 조성된 조합 앞마
당은 다카하시 정미소 자리로
논산평야의 알곡이 도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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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강가의 집들은 술집이거나 새우젓 가게, 요정이었을
정도로 흥청거렸다.
강경장은 1930년대까지 명성을 유지했는데 군산의 물자 대부분을 받아
판 덕분이었다. 그러나 강경의 번영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끝났다. 공공기관이
모여 있어 집중 폭격을 당했다. 근근이 이어지던 강경장도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으며, 1990년 금강하구둑이 세워지면서 금강 뱃길은 완전히
끊어졌다. 10여년 전 젓갈축제가 시작되면서 강경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6년 18곳이던 젓갈 가게는 매년 10여 곳씩 늘어 현재 150여 곳에 이른다.
●

탑정호

논산시 부적면에 자리한 탑정호수는 수려한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어
물이 맑기로도 유명하다. 1941년에 착공하여 1944년에 준공되었으며 충남
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이다. 깨끗한 수질과 겨울철에도 잘 얼지 않고,
주변의 논산평야 등 대규모 농경지가 위치해 풍부한 먹이로 철새들의 서식에
적당하여 겨울철새들의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다. 탑정호 수변에 수생식물원,
자연학습원, 분수, 팔각정 등 산책코스를 조성하여 연중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맛이 다르다. 특히 부적 신풍리 쪽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왜 논산이 노을의 고장인가를 알게 해준다.

46
●

KONYANG UNIVERSITY

정직 · 도전 · 자신감

●

●

논산의 대표적인 축제

논산딸기축제

논산청정딸기는 90여년의 재배역사와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청정딸기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딸기축제는 맛과 향, 품질에서
으뜸인 논산청정딸기도 맛보고 논산의 문화와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논산
딸기와 관촉로에 만발한 벚꽃이 조화를 이룬 축제로서 매년 4월경에 개최
된다.
●

강경젓갈축제

2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강경젓갈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향토
문화축제이다. 강경젓갈의 특징은 모든 재료를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선조로
부터 이어받은 전통비법에 현대화된 시설로 정갈하게 제조되어, 전국의
어느 젓갈과 비교될 수 없는 옛 고유의 참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강경
포구, 젓갈시장, 옥녀봉에서 강경젓갈축제가 개최된다. “젓갈김치 담아가기”,
“황석어젓 만들기”, “젓갈마당극”, “전국퓨전 젓갈음식 요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황산벌 전투체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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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벌을 호령하던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살신성인·호국의지 선양을
하기 위해 황산벌전투 재현행사가 개최된다.
황산벌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음으로써 700년 백제와 운명을 함께한 계백
장군의 충혼을 새롭게 조명하고, 나당연합군을 맞아 중과부적인 상황을 극복
하고 4차례나 승리할 수 있었던 계백장군의 지략과 5천 결사대의 용맹스런
모습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재현하고 있다.

건양 명예코드

●

대학 연혁

1979년 08. 26 학교법인 인수학원 인수
		양촌 중·고등학교 운영(이사장 의학박사 김희수)
1980년

05. 16

학교법인 ‘건양학원’ 으로 법인명 변경

1983년

03. 04

건양고등학교 개교

1987년

09. 10

대학부지 물색

1988년

12. 19

가칭 ‘논산대학’ 설립계획 교육부 승인

1989년

09. 10	인문학관, 경상학관, 이공학관 및 제1기숙사
(반야학사) 신축기공

1990년

11. 28

1991년

01.	신입생 400명 모집에 3,000명 지원,
7.5대 1 경쟁률 기록
02. 15	인문학관, 경상학관 및 제1기숙사(반야학사) 준공
03. 01 초대학장 공학박사 이창갑 취임
03. 02 제1회 입학식(400명)
07. 01 제2기숙사(구연학사) 신축 기공
08. 15 이공학관 준공

1992년

02. 29
03. 02
04. 01

제2기숙사(구연학사)준공
제2회 입학식(560명) 및 건양회관 신축 기공
종합대학으로 승격(초대총장 공학박사 이창갑 취임)

1993년

03. 02
08. 30

제3회 입학식(750명)
건양회관 준공

1994년

03. 02	제4회 입학식(750명) 및 공학관, 학군단 건물
신축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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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4
09. 28
10. 21

의과대학 신설 인가(의학과 50명, 간호학과 40명)
학군사관후보생(ROTC)과정 인가
일반대학원 인가

1995년

01.
02. 24
03. 01
03. 02

대전 관저지구 2만여평 대학병원 부지 매입
제1회 학위수여식(145명)
제2대 총장 공학박사 이창갑 취임
제5회 입학식(1,100명) 및 학군단 건물 준공

1996년

02. 23
03. 04
04.
12. 05

제2회 학위수여식(183명)
제6회 입학식(1,420명) 및 공학관 준공
전파기술발달사관(햄박물관) 개관
의학관 신축 기공

1997년

01. 29
02. 21
03. 03
06. 26

제3대 총장 이학박사 신대현 취임
제3회 학위수여식(344명)
제7회 입학식(1,510명) 및 제3기숙사(현암학사) 기공
건양대학교 대학병원 기공

1998년

02. 20	제4회 학위수여식(499명) 및 제3기숙사(현암학사)
준공
03. 02 제8회 입학식(1,793명) 및 의학관 준공

1999년

02. 19
03. 02
10. 02

제5회 학위수여식(699명)
제9회 입학식(1,850명), 동아리방 기공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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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대전) 개원
제6회 학위수여식(880명)
제10회 입학식(1,910명)
대학종합평가(교육영역, 시설ㆍ설비영역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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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2. 01
02. 18
03. 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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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1. 30 제4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02. 16 제7회 학위수여식(939명)
03. 02 제11회 입학식(1,985명) 및 인성관 제5동 기공
04. 25 육군훈련소 캠퍼스 개소
05. 16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
(10년 근속자 포상 및 OUR 캠퍼스 선서식)
07. 26 산학협력관 준공
09. 20 IT센터 개관

2002년

02. 22
02. 27

제8회 학위수여식(1,114명)
제12회 입학식(1,977명) 및 인성관 제5동 준공

04. 13 산업자원부 TIC(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선정
04. 15 TRITAS 기술지도대학(중소기업 현장지원사업) 선정
07. 23 학교법인 건양학원 이사장 김영이 취임
11. 18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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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2. 21 제9회 학위수여식(1,262명)
02. 27 제13회 입학식(1,952명)
07. 22	지방대학 육성사업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
(2년 연속 선정)

2004년

01. 30 제5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02. 20 제10회 학위수여식(1,333명)
02. 26 제14회 입학식(2,013명)
08. 01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RIS)사업 대상 대학 선정
09. 01	지역정보문화센터, 건양대콘서트홀, 취업매직센터
개관
09. 07	제5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 유공단체 부분
최우수상(대통령상) 수상

정직 · 도전 · 자신감

2005년

02. 18	제11회 학위수여식
(학사 1,323명, 석사 116명, 박사 5명)
02. 24	제15회 입학식(1.991명)/학교기업 지원 대상
(한나래기업) 선정(교육인적자원부)
03. 11
서천 춘장대 수련관 준공
10. 01	취업률 90.4%로 전국대학 중 1위 기록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6년

02. 17	제12회 학위수여식
(학사 1,469명, 석사 135명, 박사 5명)
02. 27 대전캠퍼스 위치변경(일부 이전) 인가
03. 02 제16회 입학식(2,020명)
03. 08 계룡대 평생교육센터 준공
05. 16 개교 15주년 기념 행사
05. 18 건양역사관 개관
09. 22	취업률 90.2%로 전국대학 중 1위 기록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7년

01. 30 제6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02. 23	제13회 학위수여식
(학사 1,434명, 석사 111명, 박사 4명)
03. 02 제17회 입학식(1,962명)

02. 20	제14회 학위수여식
(학사 1,698명, 석사 94명, 박사 6명)

KONYANG UNIVERSITY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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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9 김희수 총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03. 22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05. 09	건양대학교병원 제4세대 ‘로봇 사이버나이프
(Robot Cyverknife)' 아시아 최초 가동
09. 05 인성관 5동 기공식

건양 명예코드

02. 28 제18회 입학식(2,059명)
05. 22 건양대학교병원 2주기 의료기관 평가 전부분 ‘A’등급
08. 22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발표)(742백만원)
09. 05	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선정
(52억원)
2009년

02. 17	제15회 학위수여식
(학사 1,566명, 석사 124명, 박사 5명)
04. 17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발표)(3694백만원)
04. 24

2010년

전국대학 최초 ‘건양대’ 기업윤리경영대상 수상

01. 19 의사 국가고시 100% 합격 및 전국수석
02. 08 건양대 캄보디아 비정부 CFK 설립
02. 18	제16회 학위수여식
(학사 1,553명, 석사 102명, 박사 6명)
03. 09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발표)(3,655백만원)
06. 09	2010년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30억원 4년지원)
12. 28	'2010년도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시상식'
대통령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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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8
03. 04
05. 09
05. 20
08. 26

건양대 7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전국 최초 신입생 동기유발 학기제 시행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건양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 개최
전국 첫 의료공과대학 신설(의학, 공학 융합)

정직 · 도전 · 자신감

2012년

2013년

01. 24	2012학년도 건양대 등록금 5.1% 인하 및 장학금
130억 확충
03. 22 관저캠퍼스 제2인성관 신축공사 기공식(15층 규모)
03. 2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05. 12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발표)(2,376백만원)
05. 23 논산시민, 건양대 김희수 총장 공덕비 제막
05. 23 건양대 ‘산학취업본부’ 전국대학 최초 출범
01. 06

건양대학교병원 (미)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

02. 15	제19회 학위수여식
(학사 1,558명, 석사 151명, 박사 5명)
07. 09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교육부발표)
12. 30	건양대 6년 연속 보건의료계열 수석 배출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2014년

02. 27	제20회 학위수여식
(학사 1,502명, 석사 135명, 박사 6명)
05. 08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06. 30	2014 대학특성화사업(CK-I) 전국유일 제출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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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정(7개 사업단)
2014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재진입)
09. 01	건양대 취업률 74.5%로 전국 대학교 '다'그룹 1위
기록

건양 명예코드

2015년

02. 24 제8대 총장 의학박사 김희수 취임
02. 13	제21회 학위수여식
(학사 1,515명, 석사 173명, 박사 5명)
04. 10 ‘2015 대학민국 참교육 대상' 4년 연속 수상
05. 13 김희수 총장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감사표창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국립 앙두엉안과병원 준공식
05. 28 제8차 ACE전국대학 포럼 개최
2016년

01. 31	의과대학 2015 의학교육 평가인증 최우수등급
'6년 인증' 획득
02. 17	제22회 전기학위수여식
(학사 1,601명, 석사 141명, 박사 13명)
04. 26	김희수 총장, 2016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인재 교육
부문 3년 연속 수상
05. 03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선정
05. 17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3년 연속
'매우우수' 평가
09. 20	의과대학 의학교육평가 컨소시엄 주관
"2016 제1차 임상의학 종합평가" 1위
12. 26 김희수 총장 충남인재육성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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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 명예코드 서약서
정직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은 건양대학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명예이다. 우리 건양인은 건양 명예코드에 서명하여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교육에 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하나, 건양인은 정직한 노력으로 승부하고,
남의 지식·희생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하나, 건양인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유해한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
하나, 건양인은 자신감 있는 언행과 용모로
남을 배려하는 긍정적 자세로 생활한다.

“나는 건양대학교의 자랑스런 학생으로서
위의 건양 명예코드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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