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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관 건립과 정경관 리모델링

정기기부 신청서에 관하여
글로벌ㆍ디지털 시대가 호안정대(虎眼政大)에게 다시 한 번 개척자로 나서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성과 야성에 글로벌ㆍ디지털 마인드까지 갖춘 리더를 키울 길을 여는 것이 정경대학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시대정신을 우리 가치로 받아들여 정경대학을 새로운 인재의 산실로 변화시켜가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혁신관 건립과 정경관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첨단 교육ㆍ연구ㆍ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인재양성의 산실이자 선배 정경인이 가슴속에 품어온 멋진 대한
민국에 대한 꿈을 발전시키는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혁신관과 정경관을 가득 채우게 될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 다학문ㆍ학제간 정책연구를 책임질 사회과학 정책연구소
      • 차세대 리더에게 자기 논거와 논리를 키울 기회를 제공할 튜토리얼 시스템
      • 어떠한 시간적ㆍ공간적 경계도 두지 않는 첨단 화상ㆍ디지털 플랫폼
   

      • 21세기 리더를 키우는 다학문ㆍ학제간 학부과정
      • 기초 소양과 덕목을 불어넣는 KUPE 교양과정

   

      • 지적 호기심과 실천적 열정을 배울 계기를 마련할 학생자치공간

혁신관 건립과 정경관 리모델링에 동참하셔서 미래를 정경대학과 함께 개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자님
께서는 혁신관과 정경관에 이름을 올리시게 됩니다.

기부자님께서는 사진 하나로 정경대학 비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께서 작성하신 뒷면의 신청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2857(문자수신 전용)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기부자님의 투자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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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정보

작성하신 신청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2857(문자수신 전용)로 보내주세요.
성명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휴대전화                                    이메일                    @

연락처
주소
 교우 입학연도                               년
정경대학 학부                                 과

구분

 학부모 학생 성명
                  대학(원)                       과  

  정경대학 대학원                              과

 교직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과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기

지정기부처

혁신관 건립과 정경관 리모델링

기부금액

 1구좌    3구좌    5구좌    10구좌    30구좌    기타(             )구좌

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1구좌 매월 1만원)

은행명

                                  예금주명

자동이체 정보
은행 계좌번호

기부권유자

성명

                                   연락처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서명일

20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기부자님께서는 혁신관과 정경관에 이름을 올리시게 됩니다.
※기부하신 기부금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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