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02841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도서관

E-MAIL : libweb@korea.ac.kr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공감·공존·공개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적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보존전문도서관 재탄생과

첨단 디지털정보화 시대의 중심, 미래도서관 신축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창의와 협엽이 함께하는 

공감의 도서관 

공감

Sympathy

대학과 사회가 함께하는 

공개의 도서관

공개

Open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공존의 도서관 

공존

Coexistence

KU SOC@Library Project

대학,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대학도서관의 

가치 증진, 

가치 공유를 실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창조적 복합 문화 공간 

“KU Academic

 Theme Park” 조성 

공간의 개념을 넘어 대학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학술자원을  

수집, 보존, 공유하는 ‘학술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 수행

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의 길을 달리겠습니다.

의 샘을 지키겠습니다.

자유로운 사고의 인재가 학습하고 연구하는 미래 도서관 신축

정의로운 민족의 동량이 학문을 향유하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진리의 보고를 보존, 전승하는 보존도서관 리노베이션



중앙도서관 구관 및 신관, 해송법학 도서관을 연결해 

학술정보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미래도서관은 

캠퍼스를 넘어 지적 자산을 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태어납니다. 

캠퍼스를 넘어 정보화 사회의 중심으로 ―

첨단 디지털정보도서관, 

미래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1905 - 1937 Project

1937년 민족의 성금으로 건립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구간이 

지적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보존전문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이 보존·전승되는 역사적 변혁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성의 요람에서 인류의 자산으로 ―

중앙도서관 구관이 

보존전문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부자의 벽에 모실 1937명의 개척자를 찾습니다
지적문화유산 전승의 길을 함께 개척할 1937분의 기부자를 찾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은 보존전문도서관 기부자의 벽에 소중히 기억됩니다. 

기부 방법 19개월 간 5만 원씩, 총 95만 원 기부

기부 문의 Tel   02-3290-1480/1484 보존전문도서관 발전기금 담당자

              E-mail   weblib@korea.ac.kr
              Fax   02-924-0751

기능적, 공간적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연결하는 학술정보 

네트워크의 구심점 



기부 문의 Tel   02-3290-1480/1484 도서관 네이밍 기부 담당자

              E-mail   weblib@korea.ac.kr
              Fax   02-924-0751

도서관의 벽과 공간, 비품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소중한 기부로 함께 해줍시오.

고대 사랑의 마음, 자부심으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특별한 자리 

기부자 예우

구분 5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1905-1937 

Project

공간 네이밍 
(naming)

비품 네이밍 
(naming)

기부자 벽 
(Donor wall)

구분
감사편지,

소식지 발송 
학교 달력

발송
학교행사

초청
학교 수련관
사용 우대

도서관 평생
이용증

무료 주차증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간 및 비품 네이밍 내역 기부액 

비품

의자 의자 및 쇼파 1백만원 

테이블 이불 4인용 / 6인용 5백만원 ~ 1천만원

서가 자료실 서가 1천만원

공간

그룹스터디룸 6인용 / 8인용 / 10인용 5천만원 ~ 1억원 

세미나실 소형 / 중형 / 대형 1억원 ~ 5억원

라운지 5억원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걸어온 길 

보성전문학교 개교

1905. 04

「고려대학교 중앙

도서관」을 「고려대학교 

도서관」 으로 개칭

1991. 01 

「의학도서관」 신축 이전

1991. 03 

KU SOC@Library 
Project  수립

2016. 06 

보성전문학교 개교 30

주년 기념도서관 (현 

중앙도서관 구관) 개관

1937. 09 

「서창도서관」 신축 개관

1990. 08 

「중앙광장 열람실」 개실

2002. 03 

도서관 RFID 

자동화 시스템 오픈

2014. 1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으로 개칭

1955. 04 

「과학도서관」 개관

1983. 09 

「중앙도서관 신관」 

리모델링 (주제관형 

개가제 운영)

2004. 04 

「해송법학도서관」 개관

2007. 03 

「의학도서관」 개관

1972. 02 

개교 70주년 기념 

「중앙도서관 신관」 개관

1978. 03 

「학술정보관」 

(CDL; Centennial 

Digital Library) 개관

2005. 05 

「Hana Square 열람실」 개실 

「과학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2006. 09 

▶

개척하는 지성의 심장,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공감, 공개, 공존의 미래를 엽니다.  

지성의 맥박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당신의 자부심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크림슨 칼라 ― 

고대의 맥박이 뛰는 곳, 고려대학교 도서관고
려
대
학
교 

도
서
관
은 

민
족
성
금
으
로 

시
작
되
었
습
니
다 



	

참여방법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4)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고려대학교 도서관 발전기금담당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Tel   02-3290-1480/1484           E-mail   weblib@korea.ac.kr          Fax   02-924-0751 

1단계
약정하기 

2단계
납입하기 

  무통장 입금 (예금주:고려대학교)

하나 391-810001-87904

국민 048-25-1905-007

농협 031-17-000635

  자동이체(CMS)

 약정 시 납부방법을 자동이체(CMS)로 선택하시면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고려대학교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방문납입

직접 방문해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3290-1480/1484 도서관발전기금 담당자 

  현물, 유가증권, 부당산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 해주십시오. 

Tel 02-3290-1480/1484 도서관발전기금 담당자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약정하기

동봉한 약정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Tel  02-3290-1241~5
Fax  02-953-2325
E-mail develop@korea.ac.kr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부 

  온라인 약정하기 

고려대학교 온라인 기부 소페이지에 접속, 기부자 정보와 기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https://love.korea.ac.kr)

기부 문의 Tel   02-3290-1480/1484 도서관 네이밍 기부 담당자

              E-mail   weblib@korea.ac.kr
              Fax   02-924-0751

도서관의 벽과 공간, 비품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소중한 기부로 함께 해줍시오.

고대 사랑의 마음, 자부심으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특별한 자리 

기부자 예우

구분 5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1905-1937 

Project

공간 네이밍 
(naming)

비품 네이밍 
(naming)

기부자 벽 
(Donor wall)

구분
감사편지,

소식지 발송 
학교 달력

발송
학교행사

초청
학교 수련관
사용 우대

도서관 평생
이용증

무료 주차증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간 및 비품 네이밍 내역 기부액 

비품

의자 의자 및 쇼파 1백만원 

테이블 이불 4인용 / 6인용 5백만원 ~ 1천만원

서가 자료실 서가 1천만원

공간

그룹스터디룸 6인용 / 8인용 / 10인용 5천만원 ~ 1억원 

세미나실 소형 / 중형 / 대형 1억원 ~ 5억원

라운지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