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중앙도서관이 만들겠습니다.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중앙도서관 기획홍보실   http://friends.snu.ac.kr   
Tel. 02.880.9374   Fax. 02.885.8977   E-mail. libplan@snu.ac.kr    

지난 45년간 대한민국 지성의 산실로 

든든히 버텨온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적인 지성의 요람으로 

대한민국 학문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지식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많은 선배님처럼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한민국의 지성을 밝히는 새 등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도서관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커갈 수 있도록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지성의
빛으로
어울림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역사는 

대한민국 지성의 역사입니다.

2015년 신축 관정관 열람실

1946년 서울대학교 개교와 함께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지난 70여 년간 우리 대학의 심장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5년 관정관 신축을 계기로 중앙도서관은 우리 학생들이 

더욱 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지적 모험을 할 수 있는

학습, 연구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 중심 구축이라는 우리의 도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관정관 신축에 이어 열악한 본관(구 중앙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당시에 완공되어

지난 4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견디며 많이 낡아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뜻과 정성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 중심을 구축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중앙도서관 관장 김명환   



네이밍(Naming) 안내

네이밍 예시

서가  

1,000만 원 

자료실
1억 원 ~ 10억 원 

열람석 의자  100만 원 캐럴 개인석
1,000만 원  

열람석 테이블  

300만 원 ~ 500만 원  

그룹스터디룸
3,000만 원 ~ 5,000만 원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예우

구    분 내    용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상 

기부자 

명예 헌정 및 

도서관 이용

흉상 또는 부조 제작 ●  ●

네이밍(Naming) ● ● ● ●

Donors Wall ● ● ● ●

도서관 시설 이용 편의 ● ● ● ●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

진료 예약 ● ●

의전 서비스 ● ●

종합건강검진 주선 ● ● 

(기한)

(기한)

(기한)

(1년)

*출연하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에서 확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참여방법

무통장 입금ㅣ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용카드 납입ㅣ참여신청서에 카드명, 번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CMSㅣ출연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에서 매달 일정액의 기부금을 자동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기부자의 이름을 도서관 곳곳의 명패에 새겨 

우리 학생들이 기부자의 큰 뜻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학술자료 중심의 본관

관정관 열람실 관정관 그룹스터디룸

학습공간 중심의 관정관

본관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네이밍(Naming)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을 위한 예우

1974년 준공 후 45년이 지난 현재의 본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최신 건축 기술을 도입한 본관 리모델링으로
본관과 관정관이 잘 어우러진 조화로운 지식의 전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비롯하여 서울대 동문, 교직원, 학생, 일반인 등 

총 900여 명이 기금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2015년 관정관이 건립되었으며  

도서관은 하루 1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 중 최대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본관은 

후손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고문헌 자료를 비롯하여 단행본, 학술지,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545만 권의 장서 보유 40만 권의 귀중도서 및 고문헌 자료 보유

포화상태인 서고심하게 훼손되어 떨어져 나간 본관 외벽 석면 분진의 노출 위험

1. 불합리한 시설의 재설계

4. 소방설비 도입, 석면제거, 내진설계 등 
   건물의 안전성, 내구성 강화 

3. 새로운 기계 설비 시스템 도입으로
   설비 효율 증대

2. 이용자 중심의 동선 체계 정비

종    류 내    역 기 부 액

열 람 석

열람 의자 1백만 원

4인 테이블 3백만 원

6인 테이블 5백만 원

서     가 자료 서가 1천만 원

캐     럴 개인석 1천만 원

그룹스터디룸
6인용 3천만 원

10인용 5천만 원

자 료 실 규모별 1억 원 ~ 10억  원

(10년)

(5년) (5년)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