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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로 신설되어 

새로운 신입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COVID 19 사태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재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그 동안 우리 학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 내빈들을 모시는 자리를 오는 11월 26일 갖고자 

합니다. 

전공 설립 초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직원들을 믿고 열심히 

성장하여 학교, 지자체, 연구원, 공사와 민간 기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국토교통부,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연구원의 소중한 분들이 학술대회와 R&D, 

연구과제, 공모 등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학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학과가 지난 20년간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교통·공간정보 분야 인재 배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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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1부 개회식

2부 토크 콘서트

참석 확인 및 문의 : 041-521-9298
*당 행사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00~17:00 20주년 발자취 및 향후 발전에 대한 토크 콘서트

17:00~17:20
기념 영상
우수상, 장학금,공로상 전달

17:20~17:30 휴식 및 만찬장소(비렌티뷔페)이동

17:30~19:00 만찬

시간 일정

15:00~15:10 개회사 및 내빈 소개

15:10~15:15 환영사

15:15~15:25 축사
(공주대학교총장, 충청남도지사, 대한교통학회회장,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장,대전광역시부시장)

15:25~15:40 전공 연혁보고 & 기념영상물

15:40~15:50 단체기념 촬영

15:50~16:00 재학생포스터 전시



찾아오시는 길

● 천안역
1. 소요시간 : 서울역 ~ 천안역 약 1시간 소요, 대전역 ~ 천안역 약 50분 소요
2. 천안역에서 대학 오는 버스 : 100번, 110번
                                                공주대 공과대학 하차 (약 20분 소요)
3. 승차위치 : 천안 역전시장 앞, 서경석 안경원 앞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1. 고속버스
    - 서울(강남터미널) ~ 천안터미널
2. 시외버스  
    - 서울(남부터미널) ~ 천안터미널
    - 서울(동부터미널) ~ 천안터미널
3. 터미널에서 대학 오는 버스 : 112번, 121번, 140~145번, 150번, 151번
                                                공주대 공과대학 하차 (약 15분 소요)
4. 승차위치 : 천안고속터미널 맥도날드, 롭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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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캠 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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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안 캠 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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