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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년 고대를 이룬 벽돌 하나하나마다

뜨거웠던 민족의 성원과 기부자들의 

눈부신 헌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와 아름다운 격려가 

민족고대 100년을 열었던 것처럼,

세계고대 1000년을 열어 갈 것입니다.

[표지설명]

2006년 하나금융그룹(김승유회장)의 기부로 준공된 하나스퀘어는 아름다운 건축미와 첨단시설로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의 상징이 되었다.

기부자 권리 헌장  Donor Bill of Rights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에 크게 힘 입어왔습니다. 

이에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고려대학교의 모든 기부자는… 

1  고려대학교의 사명과 기부금품의 운영계획에 맞게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자신의 기부금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기부에 대한 적합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부금품을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8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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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부자 여러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고려대학교에 고귀한 뜻과 소중한 정성을 모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106년 역사는 기부자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1905년 ‘교육구국’의 염원을 모아 

민족의 대학으로 탄생할 때부터,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며 학문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지성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오기까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늘 

함께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2010>은 이 같은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이 대학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고려대학교가 그 뜻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2010년, 교육 경쟁력 향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금,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연구비 지원, 교육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한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더 깊고 다양해졌습니다. 사회적 공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치, 제자와 후배를 소중

히 여기는 스승과 선배의 마음, 그리고 고인의 고대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아름다운 사

연을 고려대학교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뜨거운 기부자 여러분의 뜻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는 학교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의 평가와 순위를 좌우하는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

육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계열

은 ‘Good to Great’로, 자연 및 의학계열은 ‘혁신적 투자’로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습

니다. 또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연구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

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대학의 성장을 위해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부자 맞

춤형 기금’ 프로그램과 유・무형의 기부자 예우를 보다 충실하게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기금 연차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는 등 사용 현황의 투명한 보고를 할 것

입니다.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는 대학의 

성취와 결실을 기부자 여러분의 보람과 기쁨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려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기부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앙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고려대학교 총장   김병철

우리 고려대학교는 기부자 여러분의 고귀한 뜻과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 융합학문을 통한 신지식 창조로 ‘천년고대’를 향한 정진과 도약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905년, 수많은 독지가들의 기부금이 없었다면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신념과 겨레의 염원으로 세워진 고려대학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고대에는 이처럼 나눔과 섬김의 길을 선택한 기부자들의 눈부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로 세워진 건물과 장학금이 없었다면 고대의 미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고대의 미래를,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모든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진>> 1935년 준공된 고려대학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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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 Better Framework for Future



0504

발전기금 2010년 하이라이트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

‘고마움’만으로는 수혜의 기쁨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뿌듯함’만으로는 기부의 즐거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Highlight 2010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2010 A Better Framework for Future

“고려대학교에 늦깎이 대학생으로 입학했고 

졸업도 오래 걸렸지만 고려대학교를 

다니며 ‘호랑이는 굶어죽을지언정 풀은 

먹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민족고대’를 넘어 ‘세계고대’로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억 원을 기부한 

김영 (주)아이비김영 회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고 그와 

친해지는 것은 1시간이며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1주일이 걸리지만 그를 잃는 

데는 일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오늘의 이 기억을 안고 가며 타인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선배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학교와 국가, 나아가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춘파 황청하 장학금을 받은 

경영학과 08 최지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평소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정신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유산 50만 달러를 고려대에 기부한 

이현순 씨

“세계 50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고대의 이름으로 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고대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전 재무부장관, 모금캠페인 발전위원장 

이용만

“제가 입학했던 50년대에는 여학생이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여학생들이 경영학을 배워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업무와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5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기부한  경영대학 1호 여학생 

전윤자 교우

“고려 라이온스 장학회는 우리 대학 

교우들이 후배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조직해 현재 1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교우단체로, 1971년부터 장학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21명의 

학생에게 약 7억 3백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연전 격려금도 해마다 지급하고 

있지요.” 

고려 라이온스 장학회 회장 

이용남

“아버지께서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남몰래 

도와주신 것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저도 영화배우 폴 뉴먼이 ‘뉴먼스 

오운(Newman’s Own)’을 창립하여 

판매한 음식과 음료 제품들의 수익 

100%를 전 세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죠.”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영화배우 

이범수 교우

“아버님께서 사 두신 땅이었는데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돼 저도 뿌듯하고,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먼저 아버님의 

성함을 딴 ‘춘파 황청하 장학금’을 제안해 

주어 더 기뻤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이런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1997년 고려대에 부동산을 기증한 

황병조 남성산업 대표

“안암병원 옆에서 약국을 경영하다 보니 

고대 의사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저분들이 의학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구나 생각하니, 그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근처 미래약국

장성훈, 이순희 님 

“2만 학우를 대신해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큰 후원으로 

관심을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전지원

“감사하게도 ‘후배사랑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장학금이라 제게 주어진 학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후원을 

넘어 저희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안정감을 주는 ‘기회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저도 나중에 선배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돕고 싶습니다.” 

후배사랑 장학금 수혜자

국제학부 05 김동영 



>> 26.april.2010

글로벌 고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자의 한마당

‘천년고대, 감사와 전진의 밤’

고려대학교를 후원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다른 전진을 위한 모금 행사인 ‘천년고대, 감사와 전진의 밤’

이 지난 2010년 4월 26일(월)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석준(재료

공학과 94)과 이현경(영어교육과 92)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1935년부터 시작된 기부전통에 대한 영상 상영

에 이어, 감사의 시간-전진의 시간-결단의 시간-화합의 시

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거액의 기부를 현장에서 

약정한 정유근 대양상선 회장과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

한 영화배우 이범수 교우 등 600여 명의 교우가 참석했으며, 

202억 7천여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약정하며 세계 50대 대

학을 위한 비전에 힘을 실었다. 

>> 22.november.2010

천년 고대를 향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0 발전위원회 보고회’

지난 2010년 1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에서 ‘고려대학교 발전위원회 2010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발전위원회의 소개와 발전위원 위촉은 물론, 지속적

인 학교 발전을 위한 화합과 다짐을 위한 것이었다. 이 행사

는 ‘발전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양교

육원, 기술지주회사, 그린스쿨, IT융합대학원, 약학대학 설

립 등 지난 한해 동안 이룬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또한 

기부와 학교 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운초우선교육관, 석원

경상관, 보건과학정보관,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4관, 완도수

련관 등의 완공, 미디어관과 신경영관 건축 시작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 개진도 이뤄졌다.

>> 3.march.2010

후학양성을 위한 석림회 장학금 수여식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0년 3월 3일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

서 2010학년도 1학기 ‘석림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이 

날 수여식에는 법학과 임도균 학생(법 06)을 포함한 총 47

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석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석림

회는 1970년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후학양성의 목적으로 설

립한 장학회로 2010년 현재 994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학내 장학재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손장권 교수(사회학과)는 “많은 교수님들

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석림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학생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신과 

고려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하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7.september.2010

후배를 위한 교우회 장학증서 수여식

지난 2010년 9월 27일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장학증서 수

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선배

님들께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내 대학 최대 규모

의 장학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장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장학생 250여 명과 함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교우 50여 명이 참석해, 기부하는 마음이 어떻

게 결실을 맺었는지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나

눴다.

발전기금 2010년 하이라이트

06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2010 A Better Framework for FutureHighlight 2010

07



08

>> march.2010~february.2011

22건의 기부식, 22가지의 기부 스토리

기부문화 사회적 확산에 기여

2010학년도에는 총 22건의 기부식이 열렸다. 폴뉴먼의 기

부에 감동을 받아 기부했다는 영화배우 이범수 교우, 어머니

께서 남기신 유산을 어려운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재미

교포 이현순 씨의 기부 등 훈훈한 사연이 많았다. 그 중 고려

대학교 인근에서 25년간 하숙집을 운영하던 최필금 씨가 1

억 원을 기부한 이야기는 고려대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의 기

부문화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스물세 살에 상경한 최필

금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기부를 한 

이야기는 <SBS 뉴스>, <KBS 아침마당> 등에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 15.february.2011

글로벌 리더 법조인 양성의 장 

제3법학관이 들어선다

2011년 2월 15일(화) ‘제3법학관’ 기공식이 열렸다. 글

로벌 리더로 활약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3법학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법학80)이 고려대학교에 120억 원

을 기부해 지어지는 건물이다. 연면적 약 7,810.90㎡(약 

2,362.80 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부자인 이재현 

회장은 “모교에 제 3법학관을 기증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며 “‘인재 제일’을 중시하는 경영이념에 맞게 보다 많은 인재

들이 자랄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이 건물이 후배들이 꿈과 희

망을 키우는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30.july.2010

졸업생의 이름으로 세우는 경영 랜드마크

현대자동차경영관 기공식

지난 2010년 7월 30일 고려대학교 경영본관 앞 잔디광장에

서 ‘현대자동차경영관’ 기공식이 열렸다. 글로벌 리더가 될 

창의적인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자, 경영

대학이 세계 50위권으로 진입하는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

로 추진되는 현대자동차경영관은 2012년 8월에 완공될 예

정이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졸업생들

이 ‘이름을 기부한다’는 독창적인 모금방식을 도입했다. 금

액에 상관없이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Band of Donors'라는 

띠에 담아 모교사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역사에 남

기게 된다.

>> 23. february. 2011

문화와 예술이 기부의 품격과 만나다

호림박물관 기부자초청 관람행사

2011년 2월 23일 도산공원 부근 호림박물관에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하였다.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예우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호림박물관 

기부자 초청 관람행사에는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

종구 국회의원, 이영석 ERA코리아 대표, 정찬웅 한국델캠  

대표, 이영인 여사, 남경애 여사, 박경자 명예교수 등 총 20

명의 기부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9월 25일 호림박물관과 고려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기부자 할인 혜택과 편의 제공 협약을 기초로 마련되었으며 

기부자들은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 소장된 국보급 문화유

산과 특별전을 감상하는 시간을 보냈다.

>> april.2010~December.2010

소중한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의 하모니

2010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

고려대학교에서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년 정

기적(4회)으로 크림슨 마스터즈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4월,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콰르텟 X’의 공연을 시

작으로 5월 자연주의 피아노 연주자 ‘조지윈스턴’, 10월 경

쾌하고 신비한 음색의 ‘카로스 타악기앙상블’을 초청했으며, 

연말인 12월에는 ‘주옥 같은 아리아 향연’ 등의 기획으로 진

행하였다. 2010학년도 공연은 대부분 매진이 될 정도로 기

부자 및 교내 구성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A Better Framework for Future고려대학교 발전기금 2010Highlight 2010



A Better Framework for Value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대한민국 경영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지 오래입니다. 뜻있는 기업인과 교우들이 기부한 250억 

원의 재원으로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경영대학원의 장점만을 벤치마킹해 완성된 LG-PoSco 경영관에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어놓을 최고의 경영학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진>> 2003년 준공된 LG-Posco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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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스토리 1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과 주

변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의 노

익상 대표는 확실히 후자에 속하는 인물이다. 누구보다 착실하게 정규 

과정을 밟아왔고 남부럽잖게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칭찬

하지 않는다. 대신 받은 게 참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특히 고려대에

서 받은 게 많다고 한다. 그 중 사회학과는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모

든 것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중이라

고 한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45주년 행사 때 모교 교수님들이 기부금에 대한 

발의를 했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화복 교우와 노익상 한국리서

치 대표가 ‘사회학과 50주년 발전위원회 대표’를 맡아 사람들에게 ‘돈

을 걷는’ 제일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교우 3,000명 중 대략 1,000 명쯤에

게 연락이 닿았다. “우리가 왜 내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

의 진심 어린 설득에 어느새 목표액인 7억 원이 모여 나중에는 목표 총

액을 상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 명이 달마다 2만 원씩만 내도 2년이

면 2억4천만 원이죠. 뜻만 모으면 어렵지 않게 후배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는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동안 후배들에게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었

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과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선배나 동기들을 만나면 학교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까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하지만 고민은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어보다 중요한 게 인간, 사랑, 친구, 가족,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사장 돼야 해요.” 

그래서 그는 작년부터 학과장인 정일준 교수와 함께 재능기부의 일환으

로 후배들에게 무료 특강을 자주 한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이 취직 공부

만 하지 말고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볼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다. “세상에 공짜는 쥐덫 속의 치즈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짜는 없는 

겁니다. 받은 게 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죠.” 늘 바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기부를 권하며 ‘클러스터’ 역할을 자임하는 노익

상 대표는 “1억 원씩 내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고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학교를 
돕는 
제 방법은 

기부 클러스터 
역할입니다

A Better Framework for Value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기부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 

노
익
상
한국리서치 대표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살아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사후 세계이다. 

만약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살면 된다. 잘살든 못살든 

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노익상 대표는 자신이 쓴 책 

«나, 누구냐?»를 건냈다. 

이 책에는 노익상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생명은  

물론 죽음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토록 

열심히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끄떡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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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키에 건장한 체구, 활달하고 날렵한 제스처, 호탕한 웃음 소리 등은 

얼핏 투자회사의 사장님과는 거리가 있는 인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형달 튜브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을 다닌 증

권맨이기 이전에 대학에서 미식축구부 주장을 맡았던 스포츠맨이었다. 

시작은 고대 미식축구부 후배들을 위한 후원이었다. 체육교육학과 80

학번인 김 대표는 올해도 미식축구부를 위해 1,000만 원을 내놨고 2007

년 사범대 건립기금으로 1억 원 등 모두 1억 9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자신의 수입 10% 이상은 남을 위해 쓰자는 평소의 소신을 지키는 길이

기도 하고 학생시절부터 많은 것을 받아온 고려대에게 뒤늦게라도 빚

을 갚는 의미이기도 하다. 

“종교인들은 수입의 10%를 십일조로 내잖아요. 저도 일정 금액을 늘 남

을 위해서 쓰자고 결심했고, 그걸 지키는 것뿐이에요.” 생각만 하던 기

부를 실천하는 건 불과 몇 해 전부터의 일이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

반을 잡고 나니 ‘정말로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부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김형달 대표는 자신

이 기부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을 전파하

는 역할을 자임한다. 사회생활하면서 모교와 교우들께 “신세 진 걸 일

일이 다 갚고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며 금전적 기부는 물

론 몸으로 하는 ‘밥퍼’ 봉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도 매월 아버지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

다. 그러나 김형달 대표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기부의 원칙

에 대해 말하는 걸 잊지 않는다. 

가수 김장훈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며 사회 지도층부터 대승적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는 생각도 털어놨다. ‘왜 고려대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느냐’는 질문

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십일조를 내듯 저는 남을 위해 쓸 뿐입니다. 

기부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에요. 자신의 정성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

라고 기대하니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면 낸 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고려

대학교라면 정말 믿을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강의실도 하나 있는, 고대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넘치는 천상 ‘고대인’ 

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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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증권회사 출신은 

깐깐하다고 했으며 스포츠맨 

출신은 섬세하지 못하다 

했던가. 김형달 대표

는 이 두 가지 편견을 모두 

깨부수는 사람이었다. 

인터뷰 내내 호방한 웃음과 

활달한 제스처로 좌중을 

압도하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종교인 못지않게 

엄정하고 사리가 

밝았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강요를 하지 않는 드문 사람. 

바쁜 시간을 겨우 내준 

처지임을 뻔히 아는데도 

인터뷰 내내 한 번도 

시계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 

오랜만에 좋은 사람과의 

인터뷰가 반가웠다. 

김
형
달
튜브인베스트먼트 대표

솔선수범해서
기부를 
권하는 건 

고대가 
믿음직해서죠



아침 일곱 시에 인터뷰 

시간이 잡힌 걸 보면 

어지간히 ‘어얼리 

버드’로구나 싶어 긴장되었다. 

그러나 김종식 대표를 직접 

만나는 순간 이런 걱정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다. 본사를 둔 영국 

런던과의 시차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그런 것일뿐, 

그의 표정은 온화하고 

여유롭기만 했다. 자신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조심스레 

말하면서도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 기부에도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중독을 즐기는 사람. 

우리가 만난 김종식 

대표는 그렇게 사려 깊고도 

유쾌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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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를 묻는 

짧은 우화가 있다. 이 우화의 결론은 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땅이 

주인공에게 주어진 전부라는 것이었다. 굿맨상사의 김종식 대표도 이런 

생각으로 항상 남과 나누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김 대표는 부산 출신이지만 특이하게도 충북 제천에서 나눔을 시작했다. 

취미삼아 ‘농사’를 짓다가 사귀게 된 친구가 마을 이장이었고, 그집 아

들을 돌봐주기 시작하다가 예닐곱 명의 학생을 돌보는 장학 숙소를 운영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주변의 곤란한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등 

도움을 넓혀나가면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냐?”는 웃지 못할 오해

도 많이 받았다. 

2009년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그는 

순수한 의도가 곡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상엔 기부한 사실을 잘 알

리지 않는다. 그러나 기부에도 중독성이 있는지 1년에 300일이 넘는 외

국체류 생활 중에도 남을 돕는 일만큼은 앞장을 서야 직성이 풀리는 ‘기

부 예찬론자’가 되었다. “처음엔 돈을 어디다 써야 할 지 몰랐어요. 그런

데 우리 회사 이사 중에 고려대 대학원을 다니는 분이 권하는 바람에 ‘등 

떠밀려서’ 시작한 거예요.” 겸손하게 기부 동기를 밝히면서도 우리네 기

부문화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기부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의를 가

지고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도 세금이나 영수증 발행 등의 문제 때문에 

이른바 ‘크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된다는 말이었다. 결국 꼭 필요한 곳이

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기부를 받지 못하는 곳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보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어릴 땐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청장년 시절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

았으니 남은 인생 3분의 1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종

식 대표는 고려대에 기부하는 것 말고도 연 7억 원 정도를 기부하고 있

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적극 찬성해 준다고 한다. 그가 바라는 것은 분

명하다. 지금 자신 말고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고

려대학교처럼 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기부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도 있네?!”라는 칭찬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

누고 싶은 것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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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기부가 
더 많은 나눔을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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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

을 ‘희사’라고 했다. 지금처럼 기부 문화가 발전하고 횡적인 인간관계가 

정립된 시대에서는 거의 사라진 말이다.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은 여러 단

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남을 돕는, ‘보다 세련된’ 기부 문화를 이땅에 

정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현준 코네스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네 번에 걸쳐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한 

김현준 대표에게 기부한 계기를 물었더니 대뜸 ‘빚진 자’ 이야기부터 꺼

낸다. 농과대 66학번인 김현준 대표는 1969년도에 당시 유한양행에서 

주는 ‘유한장학금’으로 47,000원씩 두 번을 받았다. 그 당시는 장학금을 

받은 게 마냥 기쁘고 대견하기만 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 ‘그때 나 말고 

더 어려운 친구들이 받았어야 하는 건데’라는 마음의 빚이 느껴지더라

는 것이다. ‘빚진 자’ 개념에서 출발해 자신이 받은 고마움을 열 배로 갚

아야겠다고 한 결심은 이내 실행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속한 ‘66동기회’

에 나가 장학금을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갑이 넘으니 자칫 망설이다가는 기회를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죠.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

롯한 각종 단체들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온 그였지만 이번 기부 결심

과 계획은 또 한 번 남다른 감회로 다가왔다. 고대 학생회 기획부장 출신

으로서, 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우로서, ‘말로만 고

대인’이 아니라 뭔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김현준 대표에

게 수혜 장학생이 걸어 온 따뜻한 감사의 전화 한 통은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릴레이 장학금’이 유행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릴레이 장학금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선뜻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배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뜻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이주여성들의 쉼터와 교육장으로 흔쾌히 제공한 그

가 우리에게 건네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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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이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은 자신이 손해를 

봤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현준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도움 받았던 사실을 

아주 작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드문 

사람’이었다. 그는 

기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정한 ‘페널티’개념을 

꺼내 들었다. 자신이 받은 것 

그대로 갚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기에 그는 

페널티까지 포함해서 

열 배로 갚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좋은 일일수록 

목표를 크게 잡고 

그 실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더 큰 실천까지 

끌어내는 김현준 대표. 

그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제가 받은 
장학금의 
고마움을 

열 배로 
후배들에게 
갚고 싶었습니다



차마 시작하기 어려운 인터뷰였다. 지난해 작고한 남편의 뜻에 따라 고

려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한 정희숙 여사. 남편인 정

상옥 교우(공학대학원 재료금속공학 전공 04)의 1주기를 불과 며칠 앞

둔 힘든 상황에서도 무리한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7만 원짜리 월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늘 남을 돕는 남편이었

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의 역할을 맡아 어렵게 성장한 남편은, 어려

운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학교, 노인정, 고아원 등 도움

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앞장서서 성금을 내고 봉사활동을 했다

고 한다. 지난해 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떠난 남편의 갑작스런 

별세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다. 부유

한 집안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남편만 의지하며 순하게 살아온 그녀에

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슬픔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슬픔에 잠겨서

만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정희숙 선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생각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모

교인 고대 사랑이 남달라서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을 때에도 백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선뜻 냈던 남편이었다. 그래서 생전

에 약정한 5,000만 원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너무 갑작

스럽게 떠난 남편이라 구체적인 유언도 없었지만 살아있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대학교는 그 어떤 대학보다 끈끈한 인간관계를 자랑한다. 실의에 빠

진 그녀에게 교육대학원의 강선보 원장은 기부자 예우라며 ‘글로벌리더

과정’ 입학을 권했다. 세상을 닫고 지내지 않도록, 슬픔을 달래도록 하려

는 배려였다. 처음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사귀면서 동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고대를 나온 

남편은 물론 고대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 그리고 그녀까지 명실상부한 

‘고대 가족’이 되었다. 

“열 개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토록 준비가 안 된 상황

에서도 남편이 약정한 걸 지키길 참 잘 했다 생각하죠. 가끔 혼잣말로 묻

곤 한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이제 빚진 거 없죠?’ 라고요.”

정
희
숙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 25기

‘성악설’을 믿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금방 

‘성선설’로 돌아서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정희숙 기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다사롭고 선한 인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맑고 곱게만 살아온 

전업주부였다는 걸 알려준다. 

부군과 함께 모은 찻잔들이 

곳곳에 놓인 거실을 보면 

그 단란한 정경들이 더 

절절해진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남편 대신 그의 뜻을 

이루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준 

신념 있는 기부자가 

되었다. 하늘에 계신 

부군도 이런 아내가 

무척 미덥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남편의 
소중한 
약속이었기에 

저라도 꼭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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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안덕주 도일코

리아 대표만큼 이를 더 잘 아는 이도 드물 것이다. 포스코 창립 멤버로

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 생을 같이해 온 안 대표는 강직하고 뛰어난 의사

인줄만 알았던 아내 김재각 교우(의학과 57)가 남을 돕는 기쁨과 보람

을 알려주기 전까지만 해도 기부에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 

당시 어려운 농촌에서 드물게 의대를 나와 여의사가 된 아내는 소학교 

학생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

들께는 명절마다 꼬박꼬박 돈과 선물을 남모르게 챙겨드리고, 병원이

나 교회에서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열심이었다. 심지어 자식들이 보내

주는 용돈도 남편 몰래 모아서 나중에 목돈으로 자선기관에 내놓곤 했

다. 남편이 아내의 이웃사랑 실천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중년이 훨씬 

지나서였다. 그런 중에 20여 년전 김재각 교우가 신부전으로 투병생활

을 하게 되면서 이들 부부는 보다 진지하게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교에 기부를 해 달라’는 아내의 뜻에 따라 안덕주 대표는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면서 ‘김재각 기금’이라는 장학금을 

만들었다. 존경스러운 아내를 추모하려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기부가 

자식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쳐 지속적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국민소득 만 불을 넘어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지

만, 사람의 일이란 마음먹기에 달렸다. 평소에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쓰

느냐에 따라 기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돈이 많이 있어도 늘 부족하

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는 것이고, 자신의 처지가 다소 척박하더라도 오

히려 주어진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내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부 같은 나눔도 실천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생

각이다.

“남이 권해서 하는 기부도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아내가 말해주

지  않았으면 기부의 의미와 즐거움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도

움이 될 수 있을 때 남을 돕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을 아내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겠죠” 라

며 환하게 웃는 안덕주 회장. 그의 얼굴에는 전쟁 피난지에서 처음 만난 

뒤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 추억으로 가득했다. 

“이런 일을 남들이 알게 하는  자체가 쑥스럽지만 기부문화 진작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 인터뷰에 응한다”며 옆 탁자에서 인터뷰를 내

내 지켜보고 있던  아내 김재각 교우의 액자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일코리아 대표

안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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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석을 가진 부자가 한 됫박 

양식을 탐낸다’는 속담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충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생각보다 소박한 사무실에서 

우리 일행을 맞은 안덕주 

대표는 이처럼 자신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모두 작고한 내자의 공이라고 

말하며 소중하게 액자를 

쓰다듬었다. 

남 돕기 좋아하던 생전을 

추억할 땐 눈시울을 

붉혔고, 6.25전쟁때 만난 

아내와 연애하던 얘기를 할 

때는 어린애처럼 표정이 

천진해졌다. 훌륭한 

기부자이기 앞서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부럽고 존경스런 

분이었다.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하니 

아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교수(영어영문학과)

박
경
자

한 번쯤은 ‘나도 이제 남을 돕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실천

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천을 하더라도 그 첫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깊게 고민하고 나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다. 바로 박경자 명예교수다. 2007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무려 38년 간 고대인으로 살아온 박경자 명예교수가 고려대학교와 인

연을 맺은 계기에는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하다. 고등학교 때 열성적으

로 가르치는 역사선생님을 보고 ‘자신의 일을 저토록 좋아서 하시는 저 

분은 과연 어느 학교를 다니셨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고려대학교였고, 

그래서 진학하게 되었다고. 

전쟁과 혁명, 경제도약의 시기를 모두 겪은 세대라서, 젊어서는 사느라 

분주했고 기부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시작은 노후를 대비해서 장만한 오피스텔이

었다. 분양부터 준공까지, 남들에게는 다 간단한 일조차도 곡절이 많아 

쉽지가 않았다.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래, 이게 우리 것이 아니로구나’

하며 마음을 비우고 나니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확신

이 생겼다. 

남을 돕는 것이었다. 그럼 누구를 도울 것인가? 박경자 명예교수 부부는 

의논 끝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린애들에게 주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했고, 그 오피

스텔을 임대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안암의료원에서 현재까지 4명의 

어린 환자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돕겠다 마음 먹는 것도 장하지만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요.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장한 일이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

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라고 말하는 박경자 명예교수의 얼굴은 점

점 밝아진다. 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받은 것들을 돌려준다는 마

음이라는 박경자 명예교수의 기부는 진심 어린 마음부터 남다른 아이디

어까지 타인의 귀감이 될 만 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남들에게 강요

하고 싶지는 않다”며 손사래를 친다. 기부를 하는 마음가짐까지 또 한 수 

배운 것 같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엔 

자신도 모르게 걸어온 

삶이 다 나타난다고 한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용인의 한 고즈넉한 

아파트 현관에서 박경자 

명예교수를 만났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맑고 정갈한 미소는  

손자들의 사진과 

축하카드를 보여줄 때 

더욱 밝아졌고, 

손수 끓여낸 차와 곁들인 

간식은 어쩐지 포근했다. 

집에 들른 손님들이면 

누구나 쓰고 가야 한다는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나자 방문 선물이라며 

미리 준비해놨던 

드롭프스 하나씩을 

건내준다. 나중에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 

닮았으면 하는 

사람이다. 

돕겠다 
마음 먹는 것도 
장하지만 

어떤 결과를 위한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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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엠시스 대표

반
정
원

일등은 외로운 존재라고들 한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 두고 늘 혼자 앞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케이엠시스 반정원 대표도 그런 면에서는 ‘외

로운 사람’이었다. 반 대표는 산업용 공장자동화 1세대로 2차 전지와 전

기차 등에 쓰이는 모바일 전지의 핵심 소재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

한 기업인이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최초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의논할 상대조차 없었다. 

그러던 그가 고려대 E-MBA ‘엘리트 프로젝트’ 과정에 들어간 뒤로 완전

히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 E-MBA 엘리트 프로젝트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회사를 선정해서 분석・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반 대표

는 여기서 팀원들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회사가 새로운 시장으

로 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인프라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때 정말 운이 좋

았던 거죠.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반 대표는 

기부를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며 “목돈을 내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나눠서 기부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한다. 반 대표는 2010년 5월부터 20개

월 간 매월 500만 원씩 1억 원을 경영대학 G50(신경영관) 건축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부하는 돈

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

라’는 말도 있지만 반 대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부 행렬에 동참하게 

된 친구들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기부 기사들 덕분에 오래 전에 소식이 끊어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은 좋은 일에 따라오는 부록처럼 반 대표가 누리는 

‘작은 호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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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이 큰 돈을 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부를 하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바로 반정원 대표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금도 그는 나눔이 이뤄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 중이고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 내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매달 통장에서 

일정액의 기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이 고려대에 

기부한 사실을 자형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웃는 사람. 반 대표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스스로 

바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를 보고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친구들 볼 때가 

제일 기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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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목적이 이윤창출을 넘어 가치의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

었다. 더구나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사라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에 대해 

다각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다. 국내 주요 공중파 매체인 

SBS는 1993년 10월, 비영리 공익재단인 SBS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설립 이후

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꼬박꼬박 세전 이익금의 일부를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한편, 

1989년 8월 서암학술재단을 설립해서 학술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사회적 기부

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 효과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SBS 문화재단이 2010년 7월 9일부터 2012년

까지 3년 동안 고려대학교 총 10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올해로 개교 106주년을 맞는 민족사학 고려대학교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는, 글로벌 명품인재 양성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려대 발전에 일조할 수 있

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영광일 뿐 아니라 SBS미디어그룹과 SBS문화재

단, 서암학술재단이 지향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사회공헌’ 이라는 목표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SBS 윤세영 회장은 2030년 세계 50대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실행해

나가는 고려대를 높이 평가하며 고려대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이는 평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

다는 윤세영 회장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의 기부역사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해외 단체가 존재한다. 바로 1997년 

출범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이하 

고대국제재단)이다. 해외 교우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국제재단은, 

모교와 해외 교우회(남가주, 뉴욕, 워싱턴, 미중서부) 간의 협의를 거쳐 출범했다. 

“국제재단은 해외 교우회와 달리 모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곳

이죠. 모교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우들은 물론 해외 교우들의 인적 네

트워크를 활용해서 주미 한국인, 미국인은 물론 미국의 기업으로부터도 후원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2010년 5월에 취임한 강완모(경영75) 고대국제재단 이사장은 이런 

설립의 취지를 살려 모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대국제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고대의 발전을 위한 모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교류기금, 개교100주년 기금, 장학금 등 총 미화 16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교에 

지원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황선일(물리61) 교우와 퀄컴사

의 기부금(약 42만 달러의 장학금과 일반발전기금)을 지원하였다. 현재 고대국제재단

은 미국 연방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장학재단으로 인정을 받아, 재단에 기부하는 기

부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펌인 Fox Rothschild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하

고 있는 강 이사장은 “미국에서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모교에서 배우고, 활동했던 일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맡

기 이전에 조시학 선배님, 강현석 선배님들이 활동하면서 성장시킨 고대국제재단을 보

다 실질적이고, 체계화시켜 모교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교를 위

해 봉사하겠다는 강완모 이사장의 약속이었다.

●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부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를 지원합니다

S
B
S
문
화
재
단 

윤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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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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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재
단
강완모 이사장(경영75)

●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가치를

고려대와 

실천하고 싶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모교의 미래를 위한 선배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의 꿈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도서관에서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계 50대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해주신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오늘도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21세기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Better Framework for Value기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 기부 스토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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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들을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에 달

려 있다.” 성세의료재단이 2010년 10월 15일 고려대학교에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

부하게 된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진취적인 인재 양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데,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대학답게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의학계

에서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커

다란 역할을 하는 중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기부와 나눔을 실천한 성세의료재단은 이미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동시

에 인술을 실천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단의 모태인 성민병원은 의료취약지역 

중 하나인 인천의 공단 밀집지역에서 1993년에 개원했다. 위급한 공단근로자들의 사

고에 대응하여 24시간 응급수술체계를 갖추고 인근 지역민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까지 해내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술을 

통한 사회적 공헌 말고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실

천 방법을 고민해오던 성세의료재단은 마침내 고려대학교를 통한 ‘희망나눔’이라는 새

로운 가치를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작으

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시대가 원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

를 선도하는 일류대학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이 전하는 감사

를 듣고 성세병원 안병문 원장이 남긴 겸손의 말이었다. 

2010년 5월 27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서관 219호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

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 자리의 주인공인 고(故) 스타들만 교수와 이옥영 교수 부부

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전하고 그 뜻을 기리는 현판식이었다. “Stadelmann’s General 

Biology Laboratory, In Memory of Profs. Edward and Okyoung Lee Stadelmann”

이라는 글귀를 새긴 이 현판은, 일반생물학 실험실인 이학관 별관 504호, 609호에

도 걸렸다. 2006년 9월,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드워드 스타들만(Edward J. 

Stadelmann) 교수는 “나와 내 아내인 옥영 스타들만의 이름으로 내 유산 48만 1천 달

러를 반씩 나눠 고려대와 서울대에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2009년 7월 고려대에 스타들만 교수가 남긴 유산의 반이었던 3억 3천여만 원이 현금화

되자 고려대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발전위원회를 열어 기부자의 뜻에 맞게 생명과학대

학을 위해 사용되도록 일반생물학 학부실험개선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 국적의 스타들만 교수는 부친이 외교관이어서 오스트리아에서 성장하였고 미

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미네소타대학에서 만난 이옥영 연구교수와 결

혼하여 부부교수가 됐다. 스타들만 교수는 1978년 서울대 생명공학부의 교환교수로 

한국을 찾게 되었다.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국 교환교

수를 선택한 것이다. 스타들만 교수의 처남인 이세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연구와 

실험은 대학원생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학부 과정에서는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

가 있는데, 스타들만 교수 기금은 학부 1학년 학생들의 연구와 실험을 위해 쓰여졌습니

다. 그의 평소 신념대로 사용되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성
세
의
료
재
단

스
타
들
만 

교
수
기
금

안병문 원장

●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저희가 더 영광이죠

●

스타들만 교수의 

평소 신념대로 사용되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 이세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스타들만 교수의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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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타들만

이옥영 부부

가장 앞선 시설과 최신예 이론으로 무장한 고려대 학생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통해 21세게형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A Better Framework for Value진심을 전함으로써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보람 기부 스토리 10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스타들만이라는 

푸른 눈의 노학자가 남긴 따뜻하고도 소중한 뜻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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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재킷과 흰 셔츠를 정갈하게 차려 입은 청년의 싱그러움, 그리고 긍

정적인 힘이 느껴지는 눈빛이 첫 인상이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4학

년 김동영 학생은 2010년도에 ‘후배사랑장학금’을 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은 그 자체로 특권이 될 수 없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

회 균등이 이뤄져야 하고 그 성취에 따라 평가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우리 사회에서 등록금은 큰 부담이

고, 김동영 학생은 부모님의 부담을 생각해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했다. 

그러나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국제학부에서 성적장학금은 쉽지 

않은 목표였다. 그런데 학사지원부를 찾아가 상담을 하다가 ‘후배사랑

장학금’을 알게 되었다. 이 장학금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

인 사정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졸업한 선배가 새로운 시간과 가능성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만든 장학금 모금 캠페인이다. 

장학금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기회의 제공과 응원의 의미가 크다. 

EIC(Elite Integrated Club)의 회장직을 비롯해서 각종 세미나와 포럼, 

교육프로그램 등에 열심인 김동영 학생은 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

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그가 우수한 학생들을 제치고 장

학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용기가 되었다. 

김동영 학생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선배를 찾아가 직접 고맙다는 인사

를 하려던 처음 생각을 바꿨다. 그보다는 우수하고 바른 인재가 되어 나

라와 모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큰 인사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동영 학생은 <매일경제>에서 개최하는 ‘세계지식포럼’에 참가해 세

계적인 석학들을 만나보았고, <조선일보> ‘G20 경제아카데미’에 참가

했다.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경험을 더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 뛰어

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후배들을 위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꼭 

나라와 모교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후배사랑장학금’을 받은 김동영 학생이 트위터에 남긴 글

이다. 

A Better Framework for Value꼭 필요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얻게 된 경쟁력, 그리고 희망수혜자 스토리 1

나라와 모교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어 

선배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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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 ‘현대기아자동차 석좌교수 기금’을 받게 되었는데, 모교

에서 받게 되니 학자로서 또 고대인으로서 영광이랄까요? 으뜸이라는 

칭찬 같아 기꺼웠습니다.” ‘연구자’라고 하면 외길 인생을 연상하게 되

지만, ‘표지자’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고려대학교 조봉래 교수(화

학과)의 호방한 웃음 앞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내 사라진다.

“표지자는 생체 안에서 진행되는 생물학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하

는 물질로, 활성 상태에서 화학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사진이

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조봉래 교수는 2008년 이광자 현미경으로 세포 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지자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안게반테 캐미(Angewante Chemie)>와 

<캐미스트리 유로피언 저널(Chemistry-A European Journal)> 등에 발

표했다. 이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건, 살아있는 세포의 촬영 해

상도는 높이면서도 세포 손상은 줄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했는데, 투과력은 약하고 세포 손상마

저 컸다. 그래서 이광자 현미경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형광

표지물질이 절실했다. 조 교수의 연구성과는 이광자 현미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활성 상태의 세포를 고해상

도로 관찰할 수 있어 암 조기진단 및 항암치료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제

약실험 등을 혁신시킬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표지자 연구를 시작했는데, 화학

과 생물학을 아우르자니 난감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 우리 대학 자

연계 캠퍼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걸어서 5분 안에 의과

대학, 생명과학대가 있잖아요? 요즘 융합이 대세라는데 우리 고대가 최

적이더라고요. 게다가 단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

는데, 그 점에서 운이 좋았죠. 연구비 지원을 보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

는 연구보다는 단기 실적 중심이고, 연구비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가 많고…. 선택과 집중에 장기적인 안목까지 갖춘 지원이 절실하죠. 그

래서 ‘현대기아자동차 석좌교수기금’은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

로 이런 연구비 기부가 늘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비 기부가

창의적인 
연구의 
경쟁력입니다



A Better Framework for Growth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가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 않는 정의로운 

법조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기업인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해송법학도서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최초의 법과대학인 고려대학교 법대의 자존심과 양심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2007년 준공된 해송법학도서관



부족한 재정

하버드대학과 비교할 때 고려대학교 예산은 4분의 1수준, 기부금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세계 명문대학들의 예산 및 기부금 

규모를 보면 대학들의 경쟁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관건은 재정 확보입니다. 등

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 대학 수준으로 기부가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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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이 필요한 이유

21세기는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고,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국내 대학들 역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과학과 기술, 경제 및 문화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화 속에서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국내외의 도전을 극복하며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모금을 통한 변화-모금추진 사업

모금을 통해서 학교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장학금은 수혜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

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기숙사를 건축해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에서도 세계 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 필요한 Global Top Level의 교수진을 영입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사회봉사, 체험, 언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해외 유수 대학 기부금 확보 노력- 모금캠페인(Capital Campaign)

해외 명문 대학들은 ‘모금 캠페인(Capital Campaign)’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이

미 수십 년 전부터 모금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의 홍콩과기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칭화대학교 등도 전략적인 모금

활동을 펼치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필요성

세계 명문대학 연간 예산 기부금 비교

2010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

2010 기숙사 수용률

기부금

예산대비 기부금 비율

(단위:억원)

(단위:%)

(단위:%)

(단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하버드대학교

POSTECH

건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예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MIT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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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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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20.3 20.2

12.5 12

10.3
8.8

24.03

21.2 18.86

0

0

0

0

20% 일반수입(등록금 제외)국고보조금 2%

전입금 및 기부금 24%

54% 등록금

2010

고려대학교

예산 구성

발
전

기
금

의
 필

요
성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메마른 펌프를 움직여 대지를 푸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기부는 고려대라는 펌

프의 마중물이 되어 샘물을 솟게 하고 물줄기를 이루어 힘찬 강물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서울)

17.02

고려대학교(안암)

18.71

38 39

* 연구비(산학협력단회계) 포함시 예산대비 등록금 비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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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및 모금액의 지속적인 성장세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년도별 모금액의 추이를 살펴 보면,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 특히 두

드러지는 것은 실험 기자재와 교육 소프트웨어 같은 현물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늘어난 점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교육 여건 개선및 

장학금 기부가 중심이지만 연구발전을 위한 기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약정건수와 모금액은 고

려대학교의 발전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년도별 모금액(2008-2010)

총 약정 및 신규 약정의 증가

구분

현금

부동산 및 물품
대외협력부

재무부(기타기부금)

산학협력단(연구발전기금) 

소계

2008 2009 2010

약정액(원) 약정액(원) 약정액(원)

45,487,534,554 57,431,522,131 49,222,564,252

307,683,861 880,979,300 2,797,140,000

7,707,609,398 8,080,099,662 9,686,569,542

- 7,545,633,597 1,520,894,665

53,502,827,813 73,938,234,690 63,227,168,459

발전기금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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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부동산 및 물품

대외협력부 현금

산학협력단(연구발전기금)

재무부(기타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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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주요 모금사업 모금액

기부금 규모별 약정현황

주요모금사업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장학기금

일반발전기금

의과대학 발전기금

보건과학대학 발전기금

공학대학원 발전기금

우정정보통신관 건립기금

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물리학과 STAR 장학기금

체육위원회 발전기금

사범대학 발전기금

BK21생명공학원 발전기금

공과대학 발전기금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법과대학 발전기금

양양분여사 화학과 STAR 장학기금

간호대학 건립기금

법학연구원 ICR센터 발전기금

일반대학원 장학기금

정책대학원 발전기금

한국산학연종합연구원(테크노콤플렉스) 발전기금

일본연구센터 발전기금

석림회 장학기금

문과대 심리학과 발전기금

사범대 교육학과 발전기금

 약정액(원) 

21,481,583,658

5,848,948,040 

 3,586,063,540 

 3,225,933,119 

  2,297,600,000 

554,554,000

 2,010,000,000 

551,644,000

 413,122,900

746,826,000 

515,091,913

400,000,000

 653,900,000 

450,100,000

390,000,000

600,000,000 

431,364,346

378,277,321

556,658,000 

413,616,000

260,000,000

250,000,000 

 221,267,500

218,000,000 

204,760,000 

 약정자(명)

2,891

987

293

 227

23

37

3

165

8

41

7

36

7

2

6

2

168

8

34

23

3

2

992

16

16

2010학년도 주요 사업별 모금액 

후원자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기부금은 2010학년도에도 다양한 모금 분야에서 후원자님들의 기부가 이루

어 졌습니다. 특히, 2010학년도 모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경우, 약정 2,891건이라는 놀라운 참여는 

지난 2010년 7월 기공식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기부금 규모별 약정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90분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포함하여 총 6,232분의 기부자께서 다양한 모금사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하 중소액 기부자 수는 2009년보다 무려 82.3%나 증가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약정액 역시 28.7%로 크게 늘었습니다.

2010학년도

2009학년도

총 약정자 기존 약정자 신규약정자

2009년 2010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기존 약정자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기존 약정자

신규 약정자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신규 약정자

총 약정자

총 합계 총 합계

총 약정자

약정액(원)

2010 20102009 2009

약정자(명) 약정액(백만원)

약정액(원)

46,302,820,689

90 38,20974 46,783

37,482,943,029

12,009,680,742

417 9,013341 7,801

5,725 4,7983,140 3,729

14,536,761,223

58,312,501,431

6,232 52,0203,555 58,313

52,019,704,252

약정인원(명)

증감율(%) 증감율(%)

약정인원(명)

2,244

21.6 -18.3

3,165

1,311

22.3 15.5

82.3 28.7

3,067

3,555

75.3 -10.8

6,232

(단위:억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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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도별 납입액

2010학년도의 성공적인 모금 성과에 힘입어 총 439억 원의 기부금이 납입 되었습니다. 목적성이 있는 지정기부금인 건축, 장학, 석

좌교수, 교육환경개선, 연구, 문화예술, 도서기금에 243억 원이 납입 되었으며, 학교와 부서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한 비지정기부금

에 196억원이 납입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기금 납입 내역

기부금 납입에서 상위를 차지한 건축기금은 현대자동차경영관, 제3법학관, 우정정보통신관, 운초우선교육관 건립 등으로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 2010년 장학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약 84억 원이고, 이 중 일반장학금이 약 71%를 차지하였

습니다.   

2010학년도 기부금 납입

34% 건축기금

부서 발전기금 29%

기타 2.2%
19.2% 장학기금

일반 발전기금 16.2%

용도별 납입 현황

2010

(약 439억원)

주요 부서발전기금 납입현황

주요 장학기금 납입현황

주요 건축기금 납입현황

항목 세부항목 약정액(원)

지정

건축기금  14,946,506,255 

장학기금  8,439,109,280 

석좌교수기금

연구기금

 450,000,000 

 123,920,000 

국제화기금

문화예술기금

 160,330,000 

 46,336,678 

교육환경개선기금

도서기금

 144,658,100 

2,300,000

소계  24,313,160,313 

비지정 부서발전기금  12,488,888,438 

일반발전기금  7,112,302,950 

소계  19,601,191,388 

합계  43,914,351,701 

2010학년도 기부금 약정

주요 용도별 약정액

2010학년도에는  다양한 분야로 기부가 약정되었습니다. 특히 쾌적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건축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 미래 인재 육

성을 위한 장학기금, 분권화에 발맞춘 부서발전기금에 대한 약정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기금 약정 내역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주요 용도별 약정액을 살펴보면, 건축기금에서는 현대자동차 경영관과 우정정보통신관 건립기금의 참여와 모

금액이 높았으며, 장학기금은 일반장학금과 이과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STAR 장학기금, 그리고 부서발전기금은 의과대학과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은 보건과학대학 발전기금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용도별 약정 현황

46.7% 건축기금

부서발전기금 28.1%

일반발전기금 6.9%

17.3% 장학기금
기타 0.5%

주요 부서발전기금 약정현황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항목 세부항목 약정액(원)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일반 장학금

의과대학 발전기금

일반 장학금

의과대학 발전기금

지정

건축기금 24,296,548,004

우정정보통신관 건립기금

제3 법학관 건축기금

일반대학원 장학금

보건과학대학 발전기금

양양분여사 화학과 STAR 장학기금

보건과학대학 발전기금

장학기금 9,007,828,824 

간호대학 건립기금

우정정보통신관 건립기금

양양분여사 화학과 STAR 장학기금

체육위원회 발전기금

일반대학원 장학금

체육위원회 발전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석좌교수기금

161,360,500 

 50,000,000

운초우선교육관 건립기금

운초우선교육관 건립기금

석립회 장학기금

공학대학 발전기금

물리학과 STAR 장학기금

공학대학원 발전기금

국제화기금

문화예술기금

160,300,000 

37,265,699

연구기금

도서기금

76,770,000

2,300,000

소계 33,792,373,027 

비지정
부서발전기금  14,634,727,685 

일반발전기금 3,592,603,540 

소계 18,227,331,225

합계  52,019,704,252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약정액(백만원) 

약정액(백만원) 

약정액(백만원) 

약정액(백만원) 

약정액(백만원) 

약정액(백만원) 

약정자(명)

약정자(명)

약정자(명)

약정자(명)

약정자(명)

약정자(명)

 21,481.6

9,289.4

6,030.5

2,537.2

5,848.9

3,225.9

2,891

5,081

 1,779

941

 987 

227

9,104.5

7,417

5,578.1

3,653.9

5,589.3

3,990.4

281

 337 

1,035

741

995

130

 2,010.0

3,194.5

553.7

2,305.9

600.0

2,297.6

3

13

35

88

 1 

23

6,024.5

2

1,108.9

156.3

신규

132.1

8

13

58

8154

신규

20

 431.4

2,005.1

249.0

737.9

556.7

746.8

168

 33 

 1 

62

 34 

41

40.1

2,012

신규

385.7

1,107.3

435.2

11

26

 신규 

401

58

377

140.0

157.8

219.9

655.1

413.1

653.9

3

 68

 11,749 

19

8

37

1.5

101

214.3

1,055.4

156.0

156.1

2

124

 11,352 

23

8

7

주요 장학금 약정현황

주요 건축기금 약정현황

2010년

(약 5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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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기타 기부금, 산학협력단 연구발전기금 제외

* 재무부 기타 기부금, 산학협력단 연구발전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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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tter Framework for Together
바야흐로 소통과 융합을 아우르는 통섭의 시대입니다. 보다 유기적인 시너지 창출의 시작점이 고려대학교이기를 바라던 

국내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완성된 하나 스퀘어는 다양한 학생복지와 휴게시설은 물론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발전의 요람으로 손색이 없는 첨단 멀티캠퍼스 건축물입니다. 

사진>> 2006년 준공된 하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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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기부의 특성(기부문화의 질적인 성장)

개인기부 증가와 기부문화의 질적 성장

‘기부’하면 기업이나 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의 

기부자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 및 교우의 참여와 기여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게는 다양하고도 자발

적인 참여로 이뤄진 뜻 깊은 성과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총 약정자 비교: 개인, 단체, 법인, 재단

총 약정자 비교: 교우, 교직원, 일반, 학부모

기부문화의 확산과 다양화

2000년대 이후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기부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런 참여자 연령별 변화는 기부 방식에서도 영향을 미쳐 고액기부보다는 소액약정 중심으로, 한번의 기부

에서 지속적인 기부로 ‘생활문화로서의 기부’를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부자 연령별 분포

교우 47.3% 교우 66.6%

교직원 36.6% 교직원 23.8%

일반 12.4% 일반 7.8%

학부모 3.7% 학부모 1.8%

단체 1.9%

2009

(3,555명)

2009

(3,555명)

법인 10.3%

개인 84.7%

재단 1.9%

단체 0.9%

법인 6.7%재단 3.1%

개인 90.6%

2009

2010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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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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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232명)

2010

(6,232명)

568

130

590

974 939

285

92

1,085

1,428

1,737

552

16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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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성명 약정금액

말로만 하는 격려는 물 위에 쓰는 글씨와 같고 기부금을 통한 격려는 바위 위에 새기는 글씨와 같습니다. 

고려대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깊은 뜻, 영원히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대화도시가스㈜(회장 이중근 대학원 행정·2000) 2,000,000,000

고려대학교교우회 1,318,700,698

허창수(GS홀딩스 회장 상학·67) 1,006,000,000

LS전선㈜(대표이사 회장 구자열) 1,005,000,000

(재)SBS문화재단(대표이사 윤세영) 1,000,000,000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원장 안병문) 1,000,000,000

M&M㈜ 1,000,000,000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사장 변형윤) 785,311,000

(재)서울의과학연구소(이사장 이경률) 782,706,000

허정수(GS네오텍 회장 경영·69) 600,000,000

이현순(일반) 600,000,000

황선일 황옥희(물리·61) 550,000,000

서울장학재단  525,000,000

(주)일진글로벌(대표이사 이상일 상학·57)  512,808,000

주식회사 아이비김영(대표 김영택 교육·77) 500,0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이사 사장 서태창) 500,000,000

삼성전자㈜(대표이사 사장 최지성) 476,680,000

법무법인바른(대표변호사 김동건 강훈 박재필) 450,000,000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대표이사 구재상 하우성 김경록 이철성) 409,000,000

허진수(GS칼텍스 사장 경영·72) 400,000,000

(재)고대교우장학회 364,218,000

퀄컴(사장 드렉아벨리) 340,677,321

이용만(행정·55) 300,000,000

(재)고대한국산학연종합연구재단(이사장 홍석인) 260,000,000

(주)코오롱글로텍(회장 이웅열 경영·76) 200,000,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00,000,000

곽유지(교토ANA호텔/화진실업㈜ 회장) 200,000,000

서림장학회 200,000,000

성영남(교육대학원 재학) 200,000,000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96,050,000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이영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2001) 194,200,000

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종) 169,665,000

(주)시공테크(대표이사 박기석 독어독문·69) 166,000,000

송원김영환장학재단(이사장 김해연) 164,000,000

김인섭(행정·55) 151,247,000

박기석(시공테크 대표이사 독어독문·69) 151,000,000

박영철(석좌교수) 150,422,000

민족문화연구원 146,102,249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원장 홍후조) 138,000,000

(주)하이닉스반도체  133,333,000

한정희(간호·70) 124,200,000

김애리(교수) 120,222,000

(재)신한장학재단(이사장 라응찬) 119,000,000

정몽규(경영·80)  118,000,000

(재)창강재단(이사장 안병표)  116,980,000

(재)LG연암문화재단(대표이사 구자경) 115,657,000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이사장 강완모 경영·75) 111,452,509

박봉철(경영전문대학원 E-MBA·2009) 111,310,000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110,550,000

한국외국인학교(회장 민영빈 영어영문·51) 110,000,000

(사)KBL 108,686,000

(의)세창의료재단 우성여성병원(대표 임우성) 107,338,000

박상구(㈜올에브 대표이사 법학·82) 100,330,000

어윤대(명예교수) 100,092,500

(주)비상교육(대표이사 양태회) 100,000,000

(주)상원축산(대표 한춘섭 상학·57) 100,000,000

(주)영선알미늄(대표 한영호 공학대학원·2007) 100,000,000

(주)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회장 이영석 정치외교·77) 100,000,000

(주)태아건설(대표이사 회장 김태원 상학·61) 100,000,000

김중헌(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2010) 100,000,000

문규영(아주그룹 회장 농학·70) 100,000,000

박미례(경영전문대학원·2007) 100,000,000

박영진(생명환경과학대학원 생명환경최고위과정·2008) 100,000,000

반정원(경영대학원·2006) 100,000,000

백영문(경영·99) 100,000,000

손창복(공학대학원·2007) 100,000,000

송기철(명예교수) 100,000,000

온해선(일반) 100,000,000

윤영연(경영·58) 100,000,000

이동철(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2007) 100,000,000

이범수(언론대학원 재학) 100,000,000

이순희·장성훈(법학·82) 100,000,000

이종대(공학대학원·2003) 100,000,000

유영(교수) 100,000,000

김정묵(김정묵내과의원 원장 의학·66) 100,000,000

㈜마루홀딩스(회장 정장호 경영·59) 100,000,000

최한석(교수) 100,000,000

최형섭(학부모) 100,000,000

피에스케이㈜(대표이사 박경수 경영·71) 100,000,000

LG전자(주)  92,257,965

앨트웰민초장학재단(이사장 김박) 91,895,000

동부문화재단(이사장 김형배)  90,845,000

박상진(경영전문대학원 E-MBA·2008) 90,000,000

소암장학기금(스몰록인베스트먼트사장 조풍언 상학·60) 85,584,000

(재)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손병두)  85,397,000

(재)두을장학재단(이사장 이인희)  81,443,000

(재)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ART  80,452,000

(주)나남출판사(대표이사 조상호 법·70) 80,000,000

(주)세중정보기술(회장 천신일 정치외교·61) 80,000,000

형애장학회(이사장 최형규) 78,745,000

(재)우덕재단(이사장 허정섭) 78,405,000

(재)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홍) 76,252,000

(재)유한재단(이사장 정원식)  75,768,000

국민은행 조치원지점(지점장 박희경) 75,000,000

One Asia Foundation(대표 김규택) 72,900,000

백운주장학회(이학수 상학·65) 72,604,000

정수장학회  71,862,000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몽준) 68,079,000

이기수(명예교수)  66,426,220

Mitsubishi Corporation 65,000,000

(주)한국외환은행  61,283,332

(재)동아꿈나무재단(이사장 김병건) 60,000,000

협진해운㈜(대표이사 이문구 농학·70)  60,000,000

(주)그래미(대표이사 남종현) 60,000,000

두정물산(대표이사 임병선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4) 58,000,000

김재욱(교수) 56,184,000

(재)의당복염장학재단(이사장 이의환)  56,000,000

성련장학재단  55,344,000

안영일(신동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무역·75) 55,000,000

연만희(경제·49) 51,000,000

GS칼텍스(회장 허동수) 50,400,000

강선보(교수) 50,222,000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50,000,000

(재)미선장학회(이사장 박선원) 50,000,000

김경식(경영대학원·2006) 50,000,000

김진천(경영·84) 50,000,000

민남규(농화학·66) 50,000,000

성한기계주식회사

(대표 박용수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품질최고위과정·2003) 50,000,000

세원예건(대표 최양섭 경영·2009) 50,000,000

안덕주(의학·54) 50,000,000

유정식당(대표 최필금 교육대학원 서예최고위과정·2008 50,000,000

율촌화학주식회사 50,000,000

재단법인대신송촌문화재단(이사장 양재봉) 50,000,000

전성준(정책대학원·2008) 50,000,000

정옥분(교수) 50,000,000

정희숙(학부모) 50,000,000

최필금(교육대학원 서예최고위과정·2008) 50,000,000

(재)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47,630,000

신라문화장학재단(이사장 박준형)  46,600,000

(재)오뚜기재단  46,581,000

(재)포니정 장학재단(대표이사 김진현) 45,916,000

(재)용운장학회(이사장 조낙교) 45,000,000

미래의동반자(이사장 제프리 존스) 44,618,000

한국교원연수원(원장 양덕문) 44,000,000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대표 김영욱) 43,000,000

인봉장학금(김경은 식품공·69) 42,160,000

(주)비보존 41,400,000

설근희(교수) 40,222,000

(주)굿맨상사(대표 김종식 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2009) 40,000,000

(주)부영(회장 이중근 정책대학원·97) 40,000,000

김형달(체교·80) 40,000,000

김&장 법률사무소 40,000,000

생명환경과학대학원최고위과정37기 40,000,000

SK에너지㈜(대표 신헌철) 40,000,000

YOUNG STEEL CO.LTD(대표이사 최상영 경영·69) 40,000,000

현대건설(주)  39,000,000

(재)해동과학문화재단(이사장 김정식) 38,784,000

사보이장학회(이사장 신현숙) 38,317,000

(주)아이엔씨풀서비스(대표이사 김완) 38,000,000

송정호(법학·61) 38,000,000

장영철(정외·66) 38,000,000

김영식(경영·75)  37,322,000

CJ식품안전관 식품생의학안전연구소 36,000,000

아주산업㈜(회장 문규영 농학·70) 36,000,000

인스콘테크㈜(대표이사 서광석 재료공·73) 36,000,000

김형기(교수) 35,982,000

신동와인(주)  35,832,228

지성길(교수) 35,722,000

성영신 (교수) 35,572,000

조종장학금(공군교육사령부) 33,658,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사장 정구용) 33,138,000

(재)종로구장학회(대표 최형규) 32,141,000

신한다이아몬드공업㈜(대표이사 김신경 상학·65) 32,000,000

손광서(미디어문예창작과·2002) 31,800,000

이티에스글로벌비브이 한국지점(대표 이용탁) 31,326,400

홍순학(의학·78) 31,000,000

박영주(교수) 30,587,700

김기중(교수) 30,500,000

(주)동방(사장 김진곤) 30,260,000

박은숙(교수) 30,222,000

이숙자(교수) 30,222,000

한성열(교수) 30,222,000

(주)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사회·68)  30,000,000

(주)이레엠엠씨(사장 최신묵 금속공·69) 30,000,000

공학대학원건설경영최고위16기  30,000,000

공학대학원도시개발최고위과정제9기 원우회  30,000,000

하나이비인후과  30,000,000

선만통상주식회사(대표이사 안명숙 언론대학원 최고언론과정·99) 30,000,000

신사현(경영·71) 30,000,000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34기  30,000,000

유리자산운용㈜(대표이사 사장 차문현 경영대학원·88) 30,000,000

김충자(우정장학회)  30,000,000

임용일(물리·81) 30,000,000

안부성(간호·45) 30,000,000

이문수(의학·90)  30,000,000

정책대학원최고위정책과정46기 원우회 30,000,000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제15기  30,000,000

정희용(청석엔지니어링 회장 토목공·64) 30,000,000

조영규(교육대학원 영재교육·2004) 30,000,000

차주일(공학대학원 산업공학·2008) 30,000,000

김지현(교수)  28,293,470

(재)돈암장학회  28,000,000

(재)윤송조창석문화재단(이사장 조창석) 27,593,000

(재)성남시장학회(이사장 서인수) 27,361,000

(주)하나아이앤에스 26,000,000

신영증권(주) 26,000,000

정지채(교수)  25,222,000

김정호(무역·85) 24,222,000

박승하(교수) 24,222,000

이문구(농학·70) 24,000,000

장기상(축산·70) 24,000,000

곽동협(학부모) 23,000,000

최상태(경영·74) 22,000,000

(주)뉴캐어메디컬시스템 21,900,000

(주)안철수연구소(대표이사 김홍선) 21,600,000

(주)다음커뮤니케이션 21,000,000

(주)맥스바이오텍 21,000,000

김준석(교수)  20,444,000

김현택(교수) 20,222,000

남기춘(교수)  20,222,000

박동건(교수) 20,222,000

손창성(교수)  20,222,000

정광윤(교수)  20,222,000

김복균(경영대학원)  20,110,000

(재)양영재단(명예회장 김상홍) 20,000,000

(재)정민재단(이사장 윤석헌) 20,000,000

(주)동도전자(대표이사 하정웅) 20,000,000

(주)코네스코퍼레이션(대표이사 김현준 축산·66) 20,000,000

강신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75) 20,000,000

고려대학교부설아세아문제연구소  20,000,000

교대원 글로벌리더최고위과정 제25기  20,000,000

금호종합금융㈜(대표이사 김종대) 20,000,000

김승유(경영·61) 20,000,000

나성섭(교수)  20,000,000

도서출판 새문사  20,000,000

서강기업㈜(대표 송영수 농업경제·68) 20,000,000

안영국(생명환경과학대학원 생명환경최고위과정·94) 20,000,000

양승호(교육대학원 글로벌리더최고위과정·2009) 20,000,000

양태회(불어불문·85) 20,000,000

이방주(경제·62) 20,000,000

이종남(법학·57) 20,000,000

정책대학원최고위정책과정47기 원우회  20,000,000

한중경제협회 20,000,000

(사)수색방면사회복지회  19,697,000

고려라이온스클럽(회장 이동찬) 19,665,000

김준(교수) 19,150,000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18,805,794

원남희(교수) 18,222,000

최흥석(교수) 18,222,000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18,200,000

(주)성우하이텍(회장 이명근 법학·64) 18,000,000

(주)우신켐텍(대표이사 박준구 철학·62) 18,000,000

SM엔터테인먼트  18,000,000

(재)필정장학재단  17,830,000

이재필(간호·75) 17,609,500

한국장학재단  17,000,000

한덕철(경영·78) 17,000,000

최동훈(교수) 16,802,000

이창희(경영·70) 16,544,000

루스끼미르재단  16,482,811

김재정(국어국문·80) 16,200,000

(주)재능교육(대표이사 회장 박성훈 상학·66) 16,000,000

신영원(대학원 일어일문·2000) 16,000,000

이재현(CJ㈜대표이사 회장 법학·80) 16,000,000

정의선(현대기아자동차(주) 부회장 경영·89) 16,000,000

허유(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2006) 16,000,000

박진우(교수)  15,772,000

백두권(교수)   15,272,000

김민주(교수)   15,222,000

조양석(교수)   15,222,000

최준식 (교수)  15,222,000

허태균(교수)   15,222,000

고대 경제인회(회장 김명하 경제·58) 15,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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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강재단(대표 박용오) 15,112,000

고우체육회  15,000,000

기계공학부 교우회  15,000,000

이선용(경영·80) 15,000,000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 15,000,000

(재)해성문화재단(이사장 단재완) 14,930,000

이광원(교수) 14,742,000

유광사(의학·63) 14,500,000

명가유업(주)  14,274,000

김민환(교수)  14,022,000

박수근(경영·81) 14,000,000

오세준(경영대학원·2005) 14,000,000

이상민(교수)  13,700,000

(주)캠프코리아닷컴(대표 오재욱) 13,568,100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13,500,000

구천서(경제·70) 13,092,000

박현진(교수) 12,770,000

조봉래(교수) 13,090,000

성백유(체육교육·80) 13,000,000

조남호(경영·69) 13,000,000

삼송장학회(이사장 김영기) 12,950,000

김병수(교수) 12,872,000

(재)조비.경농장학재단(이사장 이병만) 12,868,000

정진석(일반) 12,484,000

송파재단  12,616,000

변원석(수학·65) 12,500,000

송홍섭(경영대학원 재무관리·89) 12,500,000

변동진(교수) 12,469,000

김기철(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최고위과정·2007) 12,243,000

배연재(교수) 12,222,000

윤태현(교수) 12,222,000

일주학술문화재단(이사장 이선애) 12,066,000

(재)구원장학재단 12,000,000

(주)고려씨씨씨(대표 심상록) 12,000,000

(주)삼천리(회장 이만득 경영·77) 12,000,000

(주)지란지교소프트  12,000,000

고대ICP교우회(회장 추석진) 12,000,000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 12,000,000

문형식(중어중문·89) 12,000,000

김기철(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최고위과정·2007) 12,000,000

미르워터디자인㈜(대표 김봉진) 12,000,000

박인우(교수) 12,000,000

안산윤이비인후과의원(원장 윤종태 의학·80) 12,000,000

영풍문화재단(이사장 장형진) 12,000,000

왕정분(사학·64) 12,000,000

우건조(교수) 12,000,000

강완모(경영·75) 11,950,000

뿌리교육재단  11,935,000

이혜원(교수) 11,444,000

서울시체육회 야구협회 11,400,000

(재)미래인재육성재단  11,305,000

김정숙(교수) 11,222,000

이은숙(교수) 11,222,000

임해창(교수) 11,222,000

장하성(교수) 11,222,000

이재영(상학·61) 11,210,000

한금선(교수) 11,180,085

삼송장학회(이사장 김영기) 11,100,000

격암문화재단(이사장 안기성) 11,000,000

복진선(경영·81) 11,000,000

제11기 평생교육 최고경영자과정  11,000,000

오운문화재단(대표이사 구광시) 10,801,000

(주)예스코(대표 최경훈) 10,698,000

구두회(예스코 명예회장 상업·49) 10,698,000

박상원(교수) 10,611,000

(주)국민은행  10,561,013

김규태(교수)  10,500,000

재단법인 동파장학회  10,500,000

조성호(경영·80)  10,500,000

박성수(교수) 10,444,000

이만우(교수) 10,444,000

이성준(교수)  10,444,000

김성일(교수)  10,422,000

김종국(교수)  10,422,000

이창호(교수)  10,347,000

비씨카드  10,340,457

권대봉(교수)  10,340,000

김종수(교수)  10,300,000

김영환(교수)  10,272,000

김영훈(교수)  10,232,000

고영건(교수)  10,222,000

김경근(교수)  10,222,000

김순용(교수)  10,222,000

김재선(교수)  10,222,000

김학진(교수)  10,222,000

김해준(교수)  10,222,000

박경화(교수) 10,222,000

서문경애(교수) 10,222,000

서성옥(교수)  10,222,000

송준아(교수)  10,222,000

엄창섭(교수)  10,222,000

오세윤(교수)  10,222,000

유호신(교수)  10,222,000

이장로(교수)  10,222,000

이진규(교수)  10,222,000

이철의(교수)  10,222,000

이필상(교수)  10,222,000

임국환(교수)  10,222,000

임도선(교수)  10,222,000

임상호(교수)  10,222,000

장성옥(교수)  10,222,000

한용진(교수)  10,222,000

함병주(교수)  10,222,000

윤여찬(경영전문대학원 E-MBA·2010) 10,170,000

김형태(교수)  10,110,000

김영근(교수)  10,100,000

박인규(교수)  10,010,000

이원영(교수)  10,010,000

조원영(교수)  10,010,000

(사)한국무역협회  10,000,000

(재)송원문화재단(이사장 추경석) 10,000,000

(재)학계장학문화재단  10,000,000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10,000,000

(주)XN시스템즈(대표이사 김형정 경영전문대학원E-MBA·2007) 10,000,000

(주)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0

(주)동산히어링  10,000,000

(주)동서전자(대표이사 최원호) 10,000,000

(주)블루앤(이청호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05) 10,000,000

(주)삼화상호저축은행(회장 신삼길) 10,000,000

(주)성실아이종합건설(대표이사 김병보) 10,000,000

(주)솔바인(대표이사 김재정) 10,000,000

(주)신성이엔지(대표 김주헌 화학공·70) 10,000,000

(주)알킴메디코스 10,000,000

(주)에프앤디넷(대표 김경옥 정치외교·63) 10,000,000

(주)월드브라인드(대표 조준석 언론대학원 광고홍보학·2009) 10,000,000

(주)유화(대표이사 지일환 경영·79) 10,000,000

(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대표 정용기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9) 10,000,000

(주)이라이콤(대표 김중헌 경영·73) 10,000,000

(주)케이엠에이치(대표 최상주 경제·80)   10,000,000

(주)태우(대표이사 권상대) 10,000,000

(주)태화기업 김해  10,000,000

(주)태화기업 부산  10,000,000

(주)한생연생명과학교육연구(대표이사 정구민) 10,000,000

AMQP총교우회  10,000,000

ARTPOOL교육연구소(윤지영 미교·92)  10,000,000

가톨릭병원  10,000,000

강남폴리어학원(주)  10,000,000

경영전문대학원BMP94,95기  10,000,000

고려시스템(대표 김상연 경영·80) 10,000,000

권무경(경제·73) 10,000,000

김광식(경영·73) 10,000,000

김도윤(무역·94) 10,000,000

김도은(일반) 10,000,000

김보균(경영정보대학원 경영품질최고경영자과정·2010) 10,000,000

김양인(교수) 10,000,000

김영덕(학부모)  10,000,000

김은석(두리이비인후과 천안클리닉 원장)  10,000,000

김은영(경영·69) 10,000,000

김이비인후과의원(원장 김화성 의학·73) 10,000,000

김인(삼성SDS㈜사장 경영·68) 10,000,000

김정(경영·79) 10,000,000

김종식(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2009) 10,000,000

김종중(경영·77) 10,000,000

김채연(교수)  10,000,000

김호현(경영대학원·2005) 10,000,000

김훈식(경제·80)  10,000,000

남상주(경영·72) 10,000,000

남화통상㈜(대표 윤인섭·농화68)  10,000,000

노호상(두리이비인후과 천안클리닉 원장)  10,000,000

더씨(대표 신가림 경영·85)  10,000,000

도성환(경영·74) 10,000,000

도일초경산업사(대표이사 류지태) 10,000,000

래미안건설㈜(대표 김광식) 10,000,000

류정아(경영전문대학원 K-MBA·2009) 10,000,000

박명흠(경영·71) 10,000,000

박영관(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2002) 10,000,000

박영운(무역·85) 10,000,000

박종규(사회·83) 10,000,000

배인숙(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8) 10,000,000

법무법인 광장  10,000,000

변재욱(경영·86) 10,000,000

서학석(경영·79) 10,000,000

성동제(정치외교·67) 10,000,000

성림가스(주)(대표이사 변대현 경영·80)) 10,000,000

손상혁(건축공·89) 10,000,000

송미자(정치외교·59) 10,000,000

송인회(행정·71) 10,000,000

송재현(경영·81) 10,000,000

신상훈(의학·89) 10,000,000

아스틸(대표 홍종열 학부모) 10,000,000

안명규(경영·69) 10,000,000

안산조경㈜(대표 김우석) 10,000,000

안진회계법인  10,000,000

양은주(교수) 10,000,000

오인환(경영·86) 10,000,000

오준문(경제·54) 10,000,000

유동기(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2009) 10,000,000

유동현(사회·76) 10,000,000

유명종(물리·80) 10,000,000

윤인섭(농화·68) 10,000,000

이규범(경영·74) 10,000,000

이병천(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2009)  10,000,000

이상욱(학부모) 10,000,000

이수월(학부모) 10,000,000

이승칠(상학·63) 10,000,000

이종오신경외과(원장 의학·75) 10,000,000

이차복(경영·68) 10,000,000

이찬근(경영77) 10,000,000

이태량(학부모) 10,000,000

이홍근(의학·75) 10,000,000

임종욱(경영·68) 10,000,000

임현호(의학·75) 10,000,000

장수용(경영전문대학원 E-MBA·2007) 10,000,000

장승철(경영·74) 10,000,000

장신규(경영·63) 10,000,000

장인식(경영·72) 10,000,000

전지민(의학17회) 10,000,000

정몽익(경영·80) 10,000,000

정서진(경영·86) 10,000,000

조용민(경영77) 10,000,000

조한홍(경영·81) 10,000,000

조효임(언론대학원 최고언론과정·99) 10,000,000

진태영(물리·58) 10,000,000

차도윤(정책대학원 부동산금융CRO과정·04) 10,000,000

차성덕(교수) 10,000,000

채서일(교수) 10,000,000

최상근(경영대학원·2006) 10,000,000

최용호(정치외교·61) 10,000,000

최재기(학부모) 10,000,000

최재욱(교수) 10,000,000

최철기(경영·72) 10,000,000

한국고등교육재단  10,000,000

한권일(경영·85) 10,000,000

한봉희(학부모) 10,000,000

해송법률문화재단(이사장 정유근 행정·67) 10,000,000

허경수(경영·75) 10,000,000

허구연(법학·72) 10,000,000

홍재삼(의학·78) 10,000,000

홍흥석(경영81) 10,000,000

환경의학연구소  10,000,000

황동조(의학·86) 10,000,000

황수민(행정·94) 10,000,000

황영달(경영·85) 10,000,000

황흥주(경영·73) 10,000,000

한국유리육영회(회장 이세웅) 9,696,000

(주)케이티기업고객본부 9,690,000

인호(교수) 9,600,000

홍산장학재단 9,600,000

신지영(교수)  9,562,000

(주)솔루션닉스(대표 장민호) 9,500,000

박영인(교수) 9,372,000

(재)3·1문화재단(이사장 문인구) 9,040,000

(재)남정장학재단(이사장 박흔택) 9,000,000

매원장학재단(이사장 김영자) 9,000,000

웹디호스팅(대표 변정훈) 9,000,000

이청룡(경영·83) 9,000,000

임석순(동원 대표 농학·66) 9,000,000

황종익(교수) 9,000,000

(주)리쏘스티슈뱅크(대표이사 최미자) 8,856,778

서용원(교수) 8,722,000

이상근(교수)  8,722,000

(재)남강장학회(이사장 김효남) 8,600,000

(재)본솔김종한장학재단(이사장 김종한) 8,538,000

(주)에코이엔오(대표 양용기) 8,400,000

한국환경보건안전과학연구소 8,400,000

김상연(경영·80) 8,205,000

(주)더존정보보호서비스(대표 이찬우) 8,200,000

천만장학회(이사장 김영준) 8,161,000

(사)한국물가정보(회장 노영현) 8,000,000

(주)삼양사(대표이사 회장 김윤 경영·72) 8,000,000

(주)현보(회장 곽진 산업공·70) 8,000,000

강태환(경영·67) 8,000,000

교대원 평생교육최고경영자과정총교우회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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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회 홍콩지부 8,000,000

구보공영㈜(회장 유대동) 8,000,000

구자건(물리·66) 8,000,000

구자열(LS전선㈜ 회장 경영·72) 8,000,000

김윤정((주)오공 사장 경영·80) 8,000,000

대상문화재단(이사장 임창욱) 8,000,000

디딤돌(이세창)  8,000,000

양영철(건축공·64) 8,000,000

예은장학재단(이사장 지정선) 8,000,000

유지담(법학·61) 8,000,000

이병만(생물·69) 8,000,000

이병우(상학·61) 8,000,000

이원물산(회장 김규태 농학·65) 8,000,000

(주)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 8,000,000

정제묵(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2004) 8,000,000

정승화(농업경제·67) 8,000,000

쿠쿠홈시스㈜(대표이사 사장 구본학 경영·88) 8,000,000

하일부(박화자) 8,000,000

황규승(교수) 8,000,000

희성전자㈜(회장 구본능 경영·70) 8,000,000

(재)유당장학재단(이사장 지승룡) 7,862,000

김경헌(교수) 7,702,000

나춘균(의학·70) 7,500,000

(재)한승장학회(이사장 이재영) 7,500,000

롯데쇼핑㈜(부회장 신동빈) 7,500,000

성옥문화재단(이사장 이훈동) 7,500,000

황광연(교수) 7,442,000

배선정(간호·60) 7,424,000

(재)운경재단(이사장 이범준) 7,235,000

키움증권주식회사  7,235,000

김종석(교수)  7,222,000

김찬화(교수)  7,222,000

(주)인포바인  7,200,000

경영전문대학원 BMP94기  7,200,000

최낙종(경영·75)  7,200,000

와토스코리아(주)(대표 송공석 경영·2005) 7,132,000

김재홍(교수)  7,122,000

(재)현송문화재단(이사장 신성휴) 7,000,000

(주)로얄이지(대표 이동률 기계공학·72) 7,000,000

(주)씨유건설(대표 최동규) 7,000,000

LS산전㈜(대표이사 부회장 구자균) 7,000,000

김용흠(화학공·71) 7,000,000

박준구(철학·62) 7,000,000

박중진(교수) 7,000,000

청담풀하우스(대표 성기환) 7,000,000

안병윤(교수) 6,982,000

김범석(교수) 6,922,000

김욱(교수) 6,922,000

김태성(교수) 6,652,000

(주)디유넷(대표이사 김승환) 6,591,913

이병철(농화·67) 6,500,000

(재)붕정장학재단  6,400,000

황병국(교수) 6,400,000

국방과학연구소  6,380,000

이영선(간호·70)  6,328,976

(주)준영메디칼(대표이사 이준호) 6,240,000

목영자(의학·54) 6,232,000

김용찬(교수)  6,222,000

박용근(교수)  6,222,000

이치우(교수) 6,222,000

설흥수(의학·65) 6,200,000

김경진(학부모) 6,100,000

정송자(간호·67)  6,095,000

(재)과천시애향장학회(이사장 채명식) 6,000,000

(주)모코엠시스(정보보호대학원) 6,000,000

(주)시아플랜건축사무소(대표이사 조주환 건축공·70) 6,000,000

(주)아이템베이(정보보호대학원)  6,000,000

(주)윈스테크넷(정보보호대학원)  6,000,000

경방육영회(이사장 김갑중) 6,000,000

고대사랑(한흥옥)  6,000,000

구본엽(경영·91) 6,000,000

김병권(정책대학원 세정·07)  6,000,000

남상호(생물·69) 6,000,000

류영진(의학·86) 6,000,000

이헌기(기계공·72) 6,000,000

전채규(임학·53) 6,000,000

캠브리지코오롱(주)  6,000,000

후마니타스주식회사  6,000,000

송현규(교수) 5,982,000

강호갑(경영·74) 5,900,000

소민수(서어서문·87) 5,900,000

(주)수국(대표 하태호) 5,880,000

손요환(교수) 5,822,000

김현수(학부모)  5,742,000

김흥규(교수) 5,672,000

홍대희(교수)   5,522,000

크림슨콘서트기금  5,504,450

김동수(경영·74) 5,500,000

김원갑(경제·77) 5,500,000

박우양(상학·67) 5,500,000

이호용(경영·93) 5,500,000

김언종(교수) 5,440,000

김세헌(교수) 5,422,000

서은원(교직원)  5,331,000

이정우(교직원)   5,297,000

이상우(교수) 5,284,000

박종찬(교수)  5,252,000

고영휘(교직원)   5,247,000

김관태(교직원)   5,247,000

김홍순(교직원)   5,247,000

심연숙(교직원)   5,243,000

강석호(교수)   5,222,000

곽승준(교수)  5,222,000

김상봉(교수)  5,222,000

김영순(교수)   5,222,000

김완배(교수)   5,222,000

김윤재(교수)   5,222,000

박기갑(교수)   5,222,000

박종희(교수)  5,222,000

서형석(교수)   5,222,000

손장욱(교수)   5,222,000

안형진(교수)   5,222,000

오영재(교수)   5,222,000

윤성채(교수)   5,222,000

임준형(교수)   5,222,000

장기영(교수)   5,222,000

정병호(교수)   5,222,000

정환훈(교수)   5,222,000

조규란(교수)   5,222,000

조무성(교수)   5,222,000

채양석(교수)   5,222,000

표시열(교수)   5,222,000

김상진(무역·85) 5,100,000

박범진(교수)  5,100,000

이종철(경영전문대학원 재학) 5,050,000

양승은(강남폴리어학원㈜ 대표 경영·72) 5,045,000

최상윤(교수)   5,042,000

우희식(교직원)   5,010,000

최미연(교직원)   5,010,000

(재)가헌신도리코재단(이사장 우석형) 5,000,000

(주)대륙제관  5,000,000

(주)대신종합주방기구(대표 박찬의 경영전문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재학) 5,000,000

(주)동명상사(대표 김현오 경영·81) 5,000,000

(주)디지라이트  5,000,000

(주)메디슨서울지점  5,000,000

(주)삼진타워  5,000,000

(주)이비카드  5,000,000

(주)자인(대표이사 박주현) 5,000,000

(주)청림엠앤에프  5,000,000

(주)카라즈  5,000,000

(주)코리아투어(대표이사 박진수) 5,000,000

(주)코오롱  5,000,000

(주)황인자포장연구소(대표 황인자 간호·74)  5,000,000

SM코인(대표 이성윤) 5,000,000

STX에너지  5,000,000

경영연구과정 93회 교우회  5,000,000

경영연구과정 94회 원우회  5,000,000

고대식당  5,000,000

고대야구OB회(백구회)  5,000,000

고대의료원  5,000,000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우회  5,000,000

고세훈 (교수)  5,000,000

고영술(농화·74) 5,000,000

구준서(무역·85) 5,000,000

권준혁(경영정보대학원 경영품질최고경영자과정·2010) 5,000,000

권태우(경영·85) 5,000,000

그린하우스(대표 송소헌) 5,000,000

금동호(교수) 5,000,000

금융감독원  5,000,000

김규석(일반) 5,000,000

김남진(일반) 5,000,000

김덕천(체교·73)  5,000,000

김시엽(경영전문대학원 재학) 5,000,000

김용곤(건축공·80) 5,000,000

김종목(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010)  5,000,000

김한조(경영전문대학원 재학) 5,000,000

나길자(법학·62) 5,000,000

남경애(의학·57) 5,000,000

남이비인후과의원(원장 남연우 의학·80) 5,000,000

노대섭(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010)   5,000,000

도서출판 문  5,000,000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5,000,000

두산건기경기판매㈜

(대표이사 박찬숙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9) 5,000,000

롯데로지스틱스(주)  5,000,000

메리케이코리아(유)(대표 노재홍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10)  5,000,000

무한경제연구소  5,000,000

문현진(사장 개성집) 5,000,000

박기현(보건행정·04)  5,000,000

박성흠(의학·79) 5,000,000

박심수(교수) 5,000,000

박인화(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2009)  5,000,000

박찬숙(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9) 5,000,000

박창수(경영·85) 5,000,000

박현규(의학·80) 5,000,000

배가프로덕션(주)  5,000,000

배홍기(경영·81) 5,000,000

백영인(토목공·75)  5,000,000

백호암(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10) 5,000,000

비엔엠외식산업㈜(대표이사 이병민) 5,000,000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최고위과정 총교우회  5,000,000

서아성피부과  5,000,000

석윤태(정책대학원 부동산금융CRO과정·2010) 5,000,000

성재영(교수) 5,000,000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식회사  5,000,000

송문정(교수)  5,000,000

송영섭(경영·81) 5,000,000

신숙(학부모) 5,000,000

신홍주(경영전문대학원 재학) 5,000,000

심광호(사회·84) 5,000,000

안채순(간호·71) 5,000,000

영진에스피공업(대표 서동린 경영·79) 5,000,000

오성준(교수) 5,000,000

오순수(대학원 전파공학·2000) 5,000,000

용무정(수학·63) 5,000,000

용환석(교수) 5,000,000

위혜영(교우) 5,000,000

이순이(일반)  5,000,000

이웅휘(경영·60)  5,000,000

이인규(경영·85) 5,000,000

이재홍(경영·77)  5,000,000

이창연(경제·80)  5,000,000

이혜란(간호·78)  5,000,000

임세광(경영·85)  5,000,000

장석현(일반)  5,000,000

제보경(교수)  5,000,000

조현구(교직원)  5,000,000

주선희(일반)  5,000,000

주식회사 현대장식(대표 정연희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10)  5,000,000

주식회사신세계  5,000,000

진혜영(간호·76)   5,000,000

천준(교수)  5,000,000

최창수(교직원)  5,000,000

최효성(경영·81)  5,000,000

추홍연(신방·87)  5,000,000

칠갑농산주식회사(대표 이능구 경영대학원 연구과정·92)  5,000,000

칼자이스(주)  5,000,000

투썸플레이스  5,000,000

포커스투자자문(주)  5,000,000

한국가스안전공사  5,000,000

한국가스해운(주)  5,000,000

한국증권금융(주)  5,000,000

현대홈쇼핑  5,000,000

홍건희(정치학과·55) 5,000,000

홍재한의원(임세현 교육대학원)  5,000,000

베나레스  무한약정

우순자  무한약정 

현물기부자 

한국델켐(주)  2,120,000,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 387,190,000

이스타항공주식회사  200,031,000

(주)코스콤  139,200,000 

안산고려의원(원장 이호준 의학·85 김회경 의학·88) 70,000,000 

엘지이노텍(주)  50,000,000 

이석선  22,982,190 

(주)씨티앤티(대표 이영기) 16,819,000 

대한민국학술원  13,430,000 

(주)씨티앤티(대표 이영기) 12,100,000 

윤병조  7,000,000 

현승종  5,000,000 

도서출판 창성  2,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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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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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후원 및 예우

고대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고대에 기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기부를 통해 보여주시는 

크나큰 뜻, 마음을 다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발전기금

 기부자가 원하는 용도로 기부금 사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혜택

 ●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는 맞춤형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금종류

 ● 일반발전기금(학교에 위임)

 ● 대학(원), 연구소, 학과, 동아리 발전기금

장학기금

 열의와 실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부혜택

 ● 장학기금에 귀하의 성함을 헌사해 드리고 귀하께서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십니다.

 ● 기부자의 기부 철학을 고대가족에게 전파하겠습니다.

 기금종류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장학금 명칭과 수혜학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후배사랑장학금, 개인, 기업체, 단체명의 장학기금 [예: 000장학금, 00장학금]

교육환경개선기금

 세계고대가 펼쳐갈 1000년의 역사 속에 귀하의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집니다.

 기부혜택

 ● 단과대학 건물, 강의실, 연구실, 세미나실에 귀하의 성함을 명명하여 드립니다. 

 [운초우선교육관, 동원글로벌리더쉽홀, 해송법학도서관, LG-POSCO경영관, 수당학술정보관]

 기금종류

 ● 건립기금: 종합강의동, 종합연구동, 미디어관, 제3법학관, 우정정보통신관, 현대자동차경영관, 

   제2정경관, 간호학관, 첨단의학센터, Family House

연구기금

 세계 100대 명문을 향한 고대의 지적 혁신 - 바로 그 중심에 귀하가 계십니다.

 기부혜택

 ●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자 성함 또는 기업체의 이름을 명명하여 드립니다.

 기금종류

 ● 석좌교수 초빙기금 [예: 000석좌교수기금]

 ● 산학협력기금 [예: 00회사 산학협력기금]

 ● 대학원,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연구기금

문화예술기금

 민족문화의 중심이 되어 문화가치의 창출을 위해 앞장섭니다.

 기부 혜택

 ● 귀하를 고려대학교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 후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기금 종류

 ● 크림슨마스터즈 콘서트, 전시회, 체육이벤트, 연극공연

기부자 예우

 건물·강의실·연구기금·기자재 등에 기부자 이름을 헌사해 드립니다.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신 경우에는 본교 제반 시설 및

 고대의료원 이용 시 혜택을 드리며, 학교의 각종 교육 기회 및 향후 결정되는 추가 혜택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절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기부자 세제 혜택

 고려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약정 방법

 ① 직접방문 

 ②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대외협력처로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약정서는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발전기금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약정: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발전기금 > 온라인 약정을 클릭하시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유산 기부

 부동산, 주식, 유산 기부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자: 대외협력부 박정배 과장        Tel: 02-3290-1241        E-mail: torch@korea.ac.kr

발전기금 입금 방법

 ① 무통장 입금 아래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CMS)

  약정서에 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매월 25일 자동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참여

 ① 미주지역 기부 방법

  미주지역은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연락처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SA

      Tel: 609-895-6638 Fax: 609-896-1469  E-mail: info@ifku.net Website: www.ifku.net

 ② 기타 해외지역 기부 방법

  후원하시는 분의 기부 용도를 이메일, 전화, 팩스 또는 편지로 알려주신 후 해외은행 발행의 개인 수표를 대외협력처로   

  보내 주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대외협력처 연락처: Korea University, Office of Development Department,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 계좌정보: Bank name: Hana Bank   Account No: 391-810001-87904

      Account holder: Korea University  Swift code: HNBNKRSE

391-810001-87904

048-25-1905-007

114-04-108352

140-001-237584

031-17-000635

고려대학교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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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고대 

 고층건물시공자동화연구단

  미디어관

  종합연구동  우정정보통신관

  최첨단의학센터   의학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의생명공학연구원 제3법학관  현대자동차경영관

세종캠퍼스안암캠퍼스

2030년에는 세계 50대 대학으로 도약할 고려대학교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부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그 기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종합연구동

  최첨단의학센터

   미디어관
   종합강의동

  제3법학관

  실내체육관

  산학협력관

  종합생활관

   현대자동차경영관

  의학관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2004년)

● 백주년삼성기념관 (2005년)

● 동원글로벌리더십홀 (2007년)

● 운초우선교육관 (2010년)

● 중앙도서관 (1935년)

● CJ International House (2005년)

화정체육관 (2006년)●

● 우당교양관 (2003년)

● 아산이학관 (1996년)

● 하나스퀘어 (2006년)

● 농심국제관 (2005년) ● 석원경상관 (2010년)

● LG-POSCO경영관 (2003년)

 종합강의동  고층건물시공자동화연구단

  우정정보통신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의생명공학연구원



Proactive KU
 

고려대학교 비전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 육성과 신지식 창조

 

목표

사랑 받는 대학, 신뢰 받는 대학, 인정 받는 대학

 ①  자연계 역량 강화 “Innovative Investment”

 • 자연계캠퍼스 재구성 및 첨단연구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학문분야 육성 및 지원

 • 첨단공동기기원 설립

 • 연구지원정책 수립 및 행정지원체제 구축

②  인문사회학 육성 “Good to Great”

 • 학문 융・복합을 통한 인문학 육성

 • 한국학의 세계화

 • 인문사회계 교육여건 개선

 • 공동 교과과정 운영

③  첨단의학센터 건립 및 연구중심 대학병원 도약

 • 첨단의학센터 건립

 • 연구중심 대학병원으로 도약

④  국제학의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도약

 • 한국의 국제화 선도

 • 글로벌 표준 교과과정 편성 및 학문분야 전문화

 • 국제교류 활성화 및 복수학위제 도입

 • 국제 인턴십 제고

⑤ 실질적 대학 분권화 및 행정 전문화

 • 실질적 대학 분권화

 • 대학특성에 맞춘 목표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 행정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체제 구축

 •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