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의 장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관 건립 캠페인

개교 120주년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미래 교육의 터전, 

인문사회관에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인문사회관 건립 기부 참여로
고려대학교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2정경관, 문과대학 신관 …이름은 달라도 후배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꿈의 교육 공간, 그 모습은 같을 것 입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학문적 융합을 이끌 고려대의 새로운 터전 ‘인문사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모아 인문사회관을 함께 쌓아올려주세요!

고려대학교에 납입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가장 큰 세금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감면 가능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예: 1천만 원 기부시 세액공제액 150만 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법인 명의로 기부금 내실 경우 기부금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자세히 알아보기 & 기부참여하기 QR 

인문사회관 건립기금

인문사회관 건립 부지

정경관(정경대학)

서관(문과대학)

인문학과 사회과학 강의실, 인문사회 융합연구 및 디지털 교육 리빙랩, 세미나실 구성

학생회관 및 교양관, 민주광장과 인접하여 학생과 구성원이 가장 많이 다니는 최적의 위치

기존 문과대학 서관과 정경관과 인접하여 학생 및 교수의 이동 동선에 용이



기부 문의

기부 계좌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 고려대학교)

고려대 대외협력처 02-3290-1905 / 010-4114-1905

도너스 월
벽돌 기부

벽돌 1장 10만 원
(이름+학과, 학번 기재)

인문사회관 건립에 기여해주신 기부자 이름을 도너스 월(Donors wall)에 정성으로 남겨드립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마음을 모아 인문사회관을 함께 쌓아 올려주세요! 개인 또는 가족과 함께, 

학과 동기들과 함께 추억이 담긴 동아리나 단체명을 길이 남겨주세요.

SK미래관 도너스 월 명패 대강당 도너스 월 명패

인문사회관에서 수학하는 후배들이 직접 사용하는 의자(1백만 원), 테이블(2백만 원), 

사물함(5백만 원)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비품에 명패를 붙여 후원의 뜻을 알리겠습니다. 

인문사회관 내 공간에 특별한 공간명과 기부자 말씀을 정성으로 남겨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가치를 더 큰 가치로 남기고 기부의 뜻을 소중히 기리겠습니다.  

공간기부를 고려하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본 캐럴(#10)은 김태림 교우님(기계 82)의
고귀한 뜻과 정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1.08.

김태림 캐럴

Carrel

과학도서관 의자 기부명패 과학도서관 캐럴 기부현판

과학도서관 그룹스터디룸 기부현판 인문사회관 공간 네이밍 현판 디자인 예시

2021.12.

강완모 아이디어 룸

본 아이디어룸(#1)은
강완모 교우(경영 75)님의
고귀한 뜻과 정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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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이 사용할
비품 기부

의자, 테이블, 사물함

공간 기부

세미나실, 강의실, 

라운지, 층 (Floor)

※ 아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입니다.



2022. 11. ver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고려대학교 모금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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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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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정보 (*필수)

* 성명(단체명)

* 휴대폰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본교관계 교우/재학생(학과:                         학번:                 ) 학부모(자녀명:                     학과 학번:                   ) 

교직원 기타(                                                                    )

기부금 공제 영수증 신청 시 필수 작성

고려대학교

기부 참여신청서

아래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촬영 후 010-4114-1905로
문자 발송하시거나 우측 QR코드를 찍어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기부하기’ 하신 후
기부금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give.korea.ac.kr

1회 납부

도너스 월

※ 도너스 월에 남기실 이름 ( 예: 김고대 기계 92                                                 )

(         )회 분납

인문사회관 건립기금

계좌 입금

CMS 자동이체

기부정보

기금선택
및

기부금액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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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기부 (                                            원 )

( 벽돌 1장 10만원 - 벽돌               장                                         원 )

(                                            원 )공간기부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

* 공간 기부시 담당직원 별도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