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 MAP

관련행사
전시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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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성장’ 스트링아트 체험
•‘한양80’ 영상공모전 수상작 상영회
•동그라미 이벤트 사진전
•채널H 스튜디오 체험
•건학 이념 캘리크래피 써보기
•8행시 선정작 전시(뮤지엄카페)
•‘무한성장’ 메시지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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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주년 굿즈를 만나다
•티코스터 4종 세트
•하이리온 2.0 열쇠고리
•하이리온 2.0 스티커

➊

본관

역사관
(구본관)

학생복지관
(한양플라자)

애지문
(한양대역
2번출구)

관람시간

➊한 양 의

성 장 80년의 역사를 한 눈에

➋캠 퍼 스 의 성 장 서울과 ERICA, 두 캠퍼스의 성장기
➌학 과 의

성 장 시대에 따른 학과 변천사

➍교 육 의

성 장 한양, 평생교육의 요람

➎지 표 의

성 장 한양이 이루어낸 성과들

국제관

월-토 10:00~17:00
휴관일 매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

관 람 료

무료

교 통 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도보 3분
버 스 초록 2012, 2014, 2016, 2222
파랑 121, 302, N62(심야)

➏미 디 어 의 성 장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미디어
➐브 랜 드 의 성 장 한양만의 가치를 담은 UI 2.0
➑공 간 의

성 장 시대에 따라 진화해온 교육 환경의 변천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1392~5   Fax. 02-2220-1836  
http://wiki.hanyang.ac.kr/80주년/특별전시회

한양의 성장

교육의 성장

브랜드의 성장

80년 역사를 한 눈에

한양, 평생교육의 요람

한양만의 가치를 담은 UI 2.0

한양의 역사는 단순히 8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양대가 가고 있는 길과 한양대가 가야할 길을 아우르는 우리만의

더 넓고 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한양의 정신은

그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 모든 한양의 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징. 그 상징으로부터 시작되는 한양만의 브랜드 가치. 이제 특별함

그 무한한 성장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평생 교육의 시작과 끝은 그래서 한양입니다.

과 차별화를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 큰 브랜드로 도
약합니다.

캠퍼스의 성장

지표의 성장

공간의 성장

서울과 ERICA, 두 캠퍼스의 성장기

한양이 이루어낸 성과들

시대에 따라 진화해온 교육 환경의 변천사

한양대학교는 1939년 종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동아공과학원으로

아무것도 없던 1939년. 무에서 시작된 한양의 성장은 80년의 시간을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대학의 교육환경 특히, 학생들의 학습

시작되어 신당동을 거쳐 현 행당동 캠퍼스에서 자리를 잡으며 현재의

건너 오늘 우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

공간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학습공간에서

세계적인 캠퍼스로 성장해왔습니다. 1979년 안산에 새롭게 터를 잡은

니다. 지나온 80년보다 앞으로의 80년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한양의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휴식이 가능한

ERICA캠퍼스는 산학협력의 메카가 되어 세계인의 시선을 받고 있습

위상은 여러 지표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성장에서는 시대별로 성장하

니다. 서울과 ERICA, 한양의 양 캠퍼스는 오늘도 굳건한 터 위에서

는 한양의 교육환경과 함께 최근 동문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다양한

줄기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습공간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
벌 리더로 성장하는 한양인을 기대합니다.

학과의 성장

미디어의 성장

시대에 따른 학과 변천사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미디어

일제 치하 교육보국의 꿈을 안고 건축과, 토목과, 광산과 3개 학과로

안으로는 모든 한양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밖으로는 대학의 사회적

시작한 한양 학문의 시작, 이제는 서울과 ERICA 양 캠퍼스에서 24개

역할을 다하여 공감받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만의

단과대학 110개 학과로 성장 발전하여 명실 공히 종합대학으로서 학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적 깊이와 폭이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매체로 진화되어 온
한양의 미디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양의 대표 멀티미디어 방송인 ‘채널Hʼ 스튜디오에서 한양
100년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