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고대’의 상징 과학도서관이

다시금 고대인의 자부심으로 우뚝 섭니다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

만 개의 벽돌을 모아 과학도서관의 새로운 토대를 세웁니다



과학 고대의 새로운 지평, 자연과학 교육에 생기를 불어넣은 과학도서관

미래 노벨상을 꿈꾸는 고대인이

지식을 품고 지혜를 부화할 둥지가 필요합니다.

본교 최초의 중앙집중식 냉방 시설과
일곱 대의 엘리베이터, 건물 외벽을 흰색
타일로 마감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인
과학도서관은 당시 교우들에게 생생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과학도서관 옛 사진
및 관련 추억 보기

“과학도서관의 완공으로 과학기술정보의
센터가 탄생되어 과학 고대로 웅비할 힘찬

도약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학도서관의 개관식 당시
김준엽 제9대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라는 말씀으로 과학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연계 캠퍼스에
건물이 여섯 동에 불과하던 시절,
1983년 10월 과학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웅장한 규모로 완공되었습니다.

http://cakecomms.com/2021ku/2021ku_S_1.png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 외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 건물은

과학도서관이 유일합니다. 단열이 되지 않고, 비가 새는

오래되고 낡은 타일과 창호를 교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고대인의 자부심을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아

과학도서관을 변화시켜주세요.

현재 외관 모습 내외부 리모델링

전체 외벽 마감 전체 창호 교체 내외부 단열 내부 리모델링

과학도서관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보기

과학도서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Click

https://www.youtube.com/watch?v=3qQCzSnz-Zw
https://www.youtube.com/watch?v=F4FtE5rRCWM


공간 기부액 금액

비품

공간

의자 및 소파의자 1백만 원

4 ~ 6인용테이블 2백만 원

자료실 서가서가 5백만 원

구역별 1실캐럴 5백만 원

11석 ~ 50석세미나실 /
연구ㆍ학습구역 5천만 원 ~ 2억 원

4 ~ 10인용그룹스터디룸 1천만 원 ~ 5천만 원

Zone, Floor 포함라운지 2억 원 이상

벽돌 기부 (도너스 월) 1백만 원 미만 모든 기부자
(벽돌 1장당 10만 원)

기부문의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전화  02-3290-1905    문자  010-4114-1905    이메일  develop@korea.ac.kr
방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본관 201호

과학도서관 도너스 월, 비품, 공간에 후원자님의 성함을 새겨 정성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룹스터디룸, 라운지 등 원하시는 공간에는 개인 성함을 비롯하여

가족분들의 성함, 단체명(학번, 학과, 동아리 등)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과학도서관에 후원자님의 성함을 남겨드립니다.



캐럴 자세히 보기

벽돌 기부 (도너스 월) 벽돌 1장당 10만 원 (원하시는 수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캐  럴

비  품 의자 1백만 원, 테이블 2백만 원, 서가 5백만 원

구역별 1실 5백만 원

당신의 소중한 정성으로 과학도서관이 변화됩니다.

- 주요 네이밍(Naming) 공간 소개-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김현준(축산66) 후원자님의
뜻을 기리며 이 공간을 명명합니다. 

김현준 캐럴
Carrel

비품 자세히 보기

* 상기 도너스 월과 현판의 이미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vuoAJEqao
https://www.youtube.com/watch?v=K4pH05ABK38


당신의 소중한 정성으로 과학도서관이 변화됩니다.

- 주요 네이밍(Naming) 공간 소개- 

라운지 자세히 보기

4~10인용 1천만 원 ~ 5천만 원

라운지

세미나실 / 연구ㆍ학습구역 11~50석 5천만 원 ~ 2억 원

Zone, Floor 포함 2억 원 이상

세미나실 자세히 보기

그룹스터디룸 자세히 보기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학번 교우님들의
뜻을 기리며 이 공간을 명명합니다. 

**학번 세미나실
Seminar Room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김고려(화학 84) 후원자님의
뜻을 기리며 이 공간을 명명합니다.

김고려 그룹스터디룸
Group Study Room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배기성(농화학70) 후원자님의
뜻을 기리며 이 공간을 명명합니다.

배기성 라운지
ALPHA LOUNGE

* 상기 도너스 월과 현판의 이미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룹스터디룸

https://www.youtube.com/watch?v=HN4Cff-FJIY
https://www.youtube.com/watch?v=ye0NHZ3o_5c
https://www.youtube.com/watch?v=Q_v-Tu_PF3s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 참여신청

기부자정보 (*필수)

*성명(단체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기부금 공제 영수증 신청

본교관계

주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

*휴대폰 :

E-mail :직장명, 직위 :

개인

전화(자택/직장) :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CMS 자동이체

하나은행 33-1905-1905-1905    국민은행 048-25-1905-007    농협 031-17-000635    예금주: 고려대학교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 

기금선택 남기실 내용 작성

일시납부   년          월          일    납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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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 기부 시 담당 직원 별도 상담

※ 기부금액에 따라, 고려대학교 기부자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단 CMS 자동이체 납부를 선택하시면
    매월 25일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 

(￦                              )

비품 및 공간 기부
만 원

학부모 교직원 기타(                      )

개인사업자 법인

기부정보

기부금액

납부기간
분할납부

년          월          일~         년          월          일 (         )회 분납

1회 납부액:                                 원

도너스 월에 남기시는 이름 (예: 김고대 기계공학과 79) - 최대 10자 이내

기부금 공제 영수증 신청 시 필수 작성

네이밍을 원하시는 공간 (예: 그룹스터디룸                      )
네이밍을 원하시는 이름 (예: 수학과 89학번 그룹스터디룸           ) - 최대 20자 이내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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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촬영 후 010-4114-1905로 문자 발송하시거나
우측 홈페이지 신청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기' 하시면 기부 신청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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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ive.korea.ac.kr/front/give/actKupGive.do


기부금액에 따라 고려대학교 기부자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부자 성함 영구보존, 기부금 영수증, 학교소식지 발송

 과학도서관 도너스 월 이름 등재, 기부자 네이밍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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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공식 행사 등 기부자 행사 초청

개인 명의 기부 시 학교 시설 이용 편의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료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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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도서관 도너스 월에 성함을 새겨 기부자 여러분의 정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의자, 테이블, 서가 등 비품과 세미나실, 그룹스터디룸, 라운지, Floor(층) 등 원하시는
공간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으며 기부자 성함과 원하시는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