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개척가의  요람

고려대학교 신축 기숙사

Change for Education
Chance for Future

기부자 
예우

혜   택 |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진단 및 진료비 감면, 

              외래입원 우선 서비스 등 통합진료 편의서비스

              (본인 및 배우자에게 제공, 기부 금액별 혜택 상이)

혜   택 | 건축기금

             기숙사 Room, 세미나실, 라운지 등 원하는 기숙사 공간에 이름

             각인 및 명패 설치

              프로그램 기금

              기부 기금에 원하는 이름 명명

혜   택 |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초청

혜   택 | 학교 공식 행사 및 총장 만찬 등의 자리에 초청

혜   택 | 기부자 및 기부금 성향에 맞춘 맞춤형 예우

의료원 이용

네이밍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기부자 초청행사

맞춤형 예우



기숙사 투시도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으로 

21세기 인류사회를 이끌어갈 소통의 리더가 숨을 쉬는 곳,

도전과 모험의 개척가 정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갈 세계의 리더가 쉼을 하는 곳,

고려대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통해

숨과 쉼, 그리고 삶이 풍성해지는 친환경 레지덴셜 컬리지 기숙사를 세웁니다.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대인 모두가

세계시민이자, 세계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시민으로의 첫걸음은 바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입니다.

시대를 앞서온 고려대가 레지덴셜 칼리지 기숙사를 통해

인성교육의 요람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고대를 향한 고대인의 자부심과 개척정신-

기숙사에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숙사 단면도 기숙사 조감도

기부를 통해 귀하만의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인의 도전과 꿈이 피어날

신축기숙사 방 하나 하나와 벽돌 하나 하나에 

석탑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귀하의 헌신을 부탁 드립니다. 

기숙사 건립기금 참여신청서
기부자정보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생일:        월        일 (양/음)

주소:                                                                                                                   휴대폰:

직장명, 직위:                                 전화(자택/직장):                                             E-mail: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  □ 학부모  □ 교직원  □ 기타(                      )

약정정보

약 정 금 액

 Room 개수 및 명명(Naming)

✽ 1인의 기부자께서 다수의 Room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다수의 기부자께서 1개의 Room을 공동명명 하실 수 있습니다.

Room □1개      □2개      □3개      □5개      □기타(                      )

Room □½개    □⅓개     □¼개      □기타(                      )

기부금액 금                                    원 (₩                                  )

□ 일시납부                                 년             월             일  납부(예정)

□ 분할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2회  □ 3회  □ 기타 (      )회 분납

   1회 납부액 :                                       원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KEB하나은행 391-810001-87904  국민은행 048-25-1905-007  농협 031-17-000635 (예금주: 고려대학교)

* 기숙사 건립기금 약정 시, 고려대학교 기부자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공간을 선택하여 명명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부액에 따라 Donor's Wall에 등재됩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부/기금기획본부  

Tel. 02-3290-1244 | Fax. 02-953-2325 | E-mail develop@korea.ac.kr | Home http://give.korea.ac.kr

*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후원자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고려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 2(주민등

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부서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기금 약정이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위한 기

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의 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이메일, 

본교관계, 학과, 학번, 기부(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약정

일, 직장, 부서, 직위, CMS 이체시 은행계좌정보(계좌명·계좌번호·예금주주

민등록번호 앞6자리), 기금운영방식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를 보관 

■ 개인정보 취급위탁 안내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 내용 기부금 출금 및 관리 등의 후원금 처리 이행

본인은 고려대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서명:                   

성명(단체명)

납 부 기 간

본 교 관 계

연 락 처

기 부 금  공 제  영 수 증  신 청

ROOM 네이밍

명판(Naming)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