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의 장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관 건립 캠페인

당신의 정성으로 21세기 창조와 융합의 토론이 끊이질 않을 

고대의 새로운 아고라가 탄생합니다.



학문의 융합,

경계를 허물어야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 개 학문이 합쳐져 새로운 학문으로, 하나의 학문이 전혀 다른 학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융합은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 연구실별, 학문별 틀에 갇힌 교육과 연구방식을 넘어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융합 교육,

지식의 전수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는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의 장을 조성합니다.

공간의 융합으로

학문의 소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연구자 간의 풍부한

대화, 학자들 간의

소통 확대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과

콜라보 지원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철학, 한국사학, 사학,

사회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중어중문학,

노어노문학, 일어일문학,

서어서문학, 한문학, 언어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통계학

행정학

사회과학

인문학

KU



단과대학/학부
2020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 수용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건물

경영대학 98% 현대자동차경영관, 엘지포스코경영관, 경영본관

국제학부 100% 국제관

47% 문과대학(서관)

86% 미디어관미디어학부

93% 하나과학관보건과학대학

99% 사범대학 신관, 운초우선교육관사범대학

99% 생명과학관 동/서관, 하나과학관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86% 이학관, 이학관 별관, 하나과학관

61% 정경관

문과대학

(14개 학과)

정경대학

(4개 학과)

* 융합전공 제외 / 강의실 미 기재 과목 제외

인문학 & 사회과학 콜라보를 위한 선결과제 !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의 새로운 터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경대학과 문과대학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초 학문이자

사회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을 배우는 중요한 대학입니다. 

하지만 문과대학과 정경대학은 전공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여러 건물을

오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문과대학과 정경대학 학생들은

캠퍼스 곳곳을 찾아가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설과목 294개 중

137개만이 서관 배정

정경관 7개 층 중

3개 층에만 강의실 존재



인문사회관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마스터플랜의 화룡점정,

인문사회관 건립입니다.

※ 현 조감도와 착공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Campus Masterplan

사업부지

기존 홍보관

부지

연면적 주요 용도

6006 평

소요 건축예산

450 억 원
정경대학, 문과대학의 강의실, 세미나실,

실습실 등 교육연구 시설 및 학생자치공간 

(2022년 착공 예정)

인문사회관 건립 부지

정경관(정경대학)

서관(문과대학)



백년대계를 향한 든든한 둥지,

인문사회관을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부화시킬 둥지이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성으로

21세기 창조와 융합의 토론이 끊이질 않을

고대의 새로운 아고라가 탄생합니다.

최첨단 강의실, 세미나실 조성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방형 교육공간 및 연구 공간 조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토론을 나눌 다양한 라운지와 휴게공간 조성

문화와 소통, 정보공유 플랫폼의 학생자치공간 조성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의 장

인문사회관



인문사회관에 이름을 남겨드립니다.

이 강의실은 존경하는 조지훈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국문학과 후학들의
뜻과 정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지훈 강의실
LECTURE HALL

이 세미나실은 인문사회관 건립에
기여해주신 ** 학번 동기회의
뜻과 정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학번 세미나실
SEMINAR ROOM

※예시 디자인입니다.

※ 벽돌은 원하시는 수만큼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Floor(층) 등 원하시는 공간을 선택하시면 특별한 공간명 및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개인 성함을 비롯하여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 명의(학번, 학과, 동아리 등)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     간 기부금액

강의실

세미나실

실습실

타입 A 소형

벽돌 기부 (도너스 월)

타입 B 중형

타입 C 대형

커뮤니티 라운지    아트리움    휴게데크

Floor (층)

5천만 원 이상

1백만 원 미만 모든 기부자

(벽돌 1장당 10만 원)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책걸상, 사물함 등 비품 5백만 원 ~ 2천만 원

기부문의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90-1905 문자. 010-4114-1905
E-mail. develop@korea.ac.kr 방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본관 201호

인문사회관 메인공간 도너스 월의 벽돌에 이름을 새겨 기부자님의 정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준공 계획에 따라 네이밍 공간은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관 건립기금 참여신청서

기부자정보 (*필수)

* 성명(단체명)

* 휴대폰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본교관계

1회 납부

(         )회 분납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 

기금선택 남기실 내용 작성

벽돌 기부      (                 장)
 (벽돌 1장 10만 원)

※ 공간 기부 시 담당 직원 별도 상담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                              )

계좌 입금

CMS 자동이체

비품 및 공간 기부
만 원

학부모
교직원 기타(                      )

기부정보

기부금액

납부기간

도너스 월에 남기시는 이름 (예: 김고대 영문86) - 최대 8자

기부금 공제 영수증 신청 시 필수 작성

네이밍을 원하시는 공간 (예: 강의실                                           )
네이밍을 원하시는 이름 (예: 고대신문 강의실                             ) - 최대 20자 이내 

인문사회관 건립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개인정보 취급위탁 안내

동의하지 않음

고려대학교 후원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고려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
의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부서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기금 약정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직위,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이메일, 
본교 관계, 학과, 학번, 기부(약정)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약정일, CMS이체시 은행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주민등록번호앞6자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를 보관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취급위탁물 받는 자(수탁자)
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 내용

본인은 고려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기부금 출금 및 관리 등의 후원금 처리 이행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Tel. 02-3290-1905 Fax. 02-953-2325
E-mail. develop@korea.ac.kr Homepage. http://give.korea.ac.kr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촬영 후 010-4114-1905로 문자 발송하시거나
우측 QR코드를 찍어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기' 하신 후 기부금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입금자명에 성함, 학과, 학번 기재 예:홍길동 국문95)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



기부금액에 따라 고려대학교 기부자 예우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기금기획부)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90-1905   문자. 010-4114-1905

모든 기부자 성함 영구보존, 기부금 영수증, 학교소식지 발송

인문사회관 도너스 월 성함 등재, 공간 네이밍 예우

1억 원 이상 기부자 크림슨 아너스 클럽 회원으로 위촉, 특별 예우 제공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학교 공식 행사 등에 기부자 초청

개인 명의 기부 시 학교 시설 이용 편의 및 고려대의료원 이용 혜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