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개의 벽돌

만 개의 마음을 모아

과학도서관을 새롭게 합니다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 캠페인



‘과학 고대’의 상징

교우들의 자부심 과학도서관

자연계 캠퍼스에 건물이 여섯 동에
불과하던 시절인 1983년 10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웅장한 규모로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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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도서관 개관식,
제9대 고려대학교 총장 김준엽



과학 도서관,

재도약이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 외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

건물은 과학도서관이 유일합니다. 단열이 되지 않고, 비가 새는

오래되고 낡은 타일과 창호를 교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외벽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전체 외벽 마감 전체 창호 교체 내외부 단열

“자연계 캠퍼스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의 배움터로!”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과학도서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도서관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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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도서관에 후원자님의 성함을 새겨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과학도서관 도너스 월, 비품, 공간 등 원하시는 공간에 개인 성함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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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기부 및 다양한 기부로 과학도서관의 재탄생을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정성으로 변화될 과학도서관의

주요 네이밍(Naming) 공간을 소개합니다.

벽돌 1장당 10만 원
(원하시는 수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벽돌 기부 (도너스 월)

의자 1백만 원 / 테이블 2백만 원
/ 서가 5백만 원

비   품

구역별 1실 5백만 원

캐   럴

4~10인용
1천만 원 ~ 5천만 원

그룹스터디룸

11~50석
5천만 원 ~ 2억 원

세미나실 / 연구 학습구역

Zone, Floor 포함 2억 원 이상

*상기 현판 이미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도너스 월 이미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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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캐럴
C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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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려 그룹스터디룸
Group Stud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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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세미나실
Semina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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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성 라운지
ALPHA LOUNGE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과학 고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 터전,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낼 요람,

모두의 마음을 모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과학도서관에
후원자님의 존함을 새겨 길이 기리겠습니다.

기부 문의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

(입금하신 후 [기부하기]를 눌러 약정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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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계좌 복사하기

하나은행 33-1905-1905-1905



고 대 추 억 사 진 전

과도관 1층 식당은 사발식 장소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3월 저녁시간이면 식당 옆 화장실은 늘 토사물로 넘쳐났다는^^

과도관 옆에는 야구장이 있어서 가끔 홈런성 볼이 과도관까지 날라 왔습니다.

심재학 학형이 날린 볼이 과도관 3층 열람실 창문을 부숴

공부 중에 깜짝 놀란 일도 있었죠. 

– 민경진 교우 

과도관이 지어졌을 당시에,  학교 정문 앞에는 소위 ‘닭장차’라 불리던 

전경차들이 줄지어 서있고 방패를 든 전경들이 교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최루탄과 전경들을 피해 과도관으로 피난해 빈자리 찾아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 문과대 83학번 교우 

사범대 새내기 때, ‘과도, 과도...'라며 선배님들이 대화하던 것을 들으며,

“과도 가 뭐지.. ”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생 시절 사범대생이 듣기엔

공대생들은 과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 듯했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마음의 고향, 민족 고대  예쁜 추억으로 가득한 그 곳  

– 익명 

과도관이 완공되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우뚝 솟아있는 하얀 과도관이 바벨탑처럼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위에 운동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낡은 이학관에서 

수업받다가 너무 깨끗한 건물에서 수업받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 김병양 교우 

과도관하면 제게는 6층 강당이 추억의 장소입니다.

문대생이었지만 거기서 진행되었던 힘의 미전, 백의전, 의대 히포피언스 공연 등

각종 행사 및 공연을 즐겼던 저로서는 과도관은 문화예술의 공간이었죠^^ 

– 구본현 교우 

과도 5층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지진이 느껴졌는데

옆자리 사람이 지우개를 지워서 책상이 흔들리는 줄 알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진동이 크게 느껴져 고개를 빼꼼 내밀어보니 다른 분들도

다 깜짝 놀란 눈으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계시더라구요

눈 마주치고 혼자가 아니란 생각에 웃으며 안심했던

찰나의 추억이 있습니당 ^^

– 박한솔 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