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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KAIST를 위한 매월 1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 캠페인 TEAM KAIST 2016이 시작되었습니다.

TEAM KAIST 2016은 카이스트 개교 45주년을 기념하여 월정기부를 통한 기부 저변 확대와 카이스트만의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야심 차

게 시작되었습니다. 출범 두 달 만에 153명의 카이스트 가족이 480,200,000원의 후원금 약정으로 카이스트 사랑을 실천해주셨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동문에서 학부모까지 다양한 카이스트 가족들이 TEAM KAIST 2016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평생 기부로 학교 사랑

을 실천해주신 동문, 2대째 카이스트 가족이 된 자녀를 위해 후원해주신 학부모님, 두 번째 정기기부로 꾸준히 후배 사랑을 실천해주신 

선배님 등 많은 카이스트 가족의 행복한 기부가 카이스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TEAM KAIST 2016은 매월 1만 원 이상 후원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평생 또는 지정 기간 동안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정기 기부 캠페인입니다. TEAM KAIST 기금은 융합형 글로벌 인

재 양성기금, 세계적인 석학 초빙/연구기금, 최고의 교육 연구 시설기금, 학과/연구실 발전기금 등 다양한 분야의 학교 우선 추진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START, 팀카이스트 2016

 

TEAM KAIST 2016 멤버 가입 방법

TEAM KAIST 2016 멤버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16.05.31. 멤버현황)

2016.05.31. 현재

휴대전화 사진 전송 

표지 뒷면의 약정서 작성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문자(1666-5095)로 발송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giving.kaist.ac.kr에서 약정

전화 또는 팩스 신청

KAIST발전재단으로  
전화(042-350-4500) 또는  

표지 뒷면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팩스(042-350-3500)로 전송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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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위대한’ 유산 기부
50대 A씨 부모가 남긴 1억5천만 원 상당 유산 부동산,

부모님 명의로 KAIST에 기부

● 부모가 아들에 남긴 유산을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KAIST 발전기금으로 내놓아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A

씨(50). A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1억5천만 원 상

당의 부동산을 5월 23일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KAIST에 

기부했다. A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은 내 것이 아

니라고 생각해 왔다”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

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부모님의 이

름을 딴 장학기금을 만들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

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은 동네에서 땅 1평 갖지 못할 정도로 어려

웠지만 돌아가실 때는 동네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며 “3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10년 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을 오래

도록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구신 부동산이 의미 있게 쓰여 졌

으면 하는 바람으로, A씨는 경기도 안산이 집이었지만 물

려주신 부동산을 일구기 위해 3년 전 가평으로 이사했다. 

3년 동안 손수 토지를 정리하면서 기부에 대한 생각을 굳

혔다고 한다. 이어 A씨는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면 허

투루 유산을 쓸 수 없었다”며 “존경하는 부모님을 오래도

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만들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A씨

는 “신문에 나오는 훌륭한 기부자들처럼 많은 금액을 기

부한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아니기에 이

름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KAIST는 이 같은 기부가 성숙해가고 있는 우리나

라 기부 문화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 기부 사실만 

익명으로 밝히도록 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KAIST는 이날 기부받은 발전기금을 기부자 부모님의 이

름을 딴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우수 

인재에게 지급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모 총장은 “의미 있

게 위대한 유산을 흔쾌히 기부해주신 기부자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부자의 아름다운 뜻이 헛되

지 않도록 귀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부모님을 오래도록 기억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딴 장학기금

을 만들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지난해 KAIST 재학생이 앱 매각 수익금을 모교에 기부한 데 이

어 이번에는 전산학부 창업 동문들이 앱 매각 수익금을 KAIST에 전달했다.

서울 버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 박영훈(25. 전산학부)학생은 지난해 12

월 전산학부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놨다. 박영

훈 학생은 2014년 9월 서울 버스 앱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학교에 대한 감

사의 표시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전달했다.

이어 2015년 KAIST 전산학부를 졸업하고 카카오에서 근무 중인 김동우(29) 

동문은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지난해 12월 KAIST에 전달했

다. 이들은 KAIST 전산학부 동문으로 소셜커머스 ‘로티플’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었다.

후배들의 기부 소식은 ‘로티플’을 같이 창업했던 선배들의 기부로 이어졌

다. ‘로티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산학부 2002학번 동기인 구경렬(33), 김

동주(34), 윤동희(34), 이준기(34), 이참솔(33), 이현종(34), 장성훈(33), 정주영

(34) 동문 8명은 지난해 12월 말 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로티플’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할인정보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다. 

국내 최초로 사용자 주변의 할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모바일에서 서

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목을 끌었으며 

2011년 말 카카오에 인수됐다.

전산학부 창업 동문, ‘릴레이 기부’로 1억 2천만 원 모교에 전달
2월 1일, 로티플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열려

장성훈 동문은 “로티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먼저 학교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평소 기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으

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 선배들도 기부에 동참했다”라고 기부 배경을 설명

했다.

이참솔 동문은 “모두 로티플 공동창업자였고 평소에도 기부에 대한 관심

이 있었기에 기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망설임 없이 동참하게 됐다”며 

“졸업 후에도 여러모로 학교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기부가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로티플 창업 동문들은 회사가 카카오에 인수된 후 여러 팀에서 근무하며 

카카오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멤버가 퇴직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현종 동문은 “이번 기부가 다른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더 

많은 기부행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 또 다시 창업을 준비 중이니 더 

크게 성공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웃었다.

강성모 총장은 “동문들의 관심과 투자는 KAIST를 이끄는 또 하나의 저력”

이라며 “모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는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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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생명과학 분야의 인

재 양성을 위해 ‘메디톡스 펠로우십’ 장학기금을 KAIST에 조성하고 총 6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월 17일 열린 발전기금 약정식에는 정현호 메디톡

스 대표이사와 강성모 총장, 김정회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오병하 생명과학

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6천만 원씩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며, KAIST는 생명과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에게 매년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메디톡스 

펠로우십’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은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장

학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첫 장학생으로는 민광욱, 여인석, 이성령, 이

시온, 김정현 등 5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KAIST 생명과학과 동문인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작한 ‘메디톡스 펠로

우십’의 첫 시작을 KAIST와 함께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메디톡스는 펠로우십의 대상자 확대뿐 아니라 한국 생명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모 총장은 “동문 기업의 지원은 학교 및 학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

라며 “KAIST 발전과 함께 동문 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KAIST 동문 기업 메디톡스 6억 원 기부
생명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아름다운 동행

● 지난 4월 7일 강성모 총장과 Mumba S. Kapumpa 주한 잠

비아 대사, Rodolfo SOLANO Quirs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Thura Thet 

Oo Maung 주한 미얀마 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IT기술대학원

(ITTP)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및 기념식수 행사가 있었다.

ITTP 재학 외국인 학생들은 2006년 설립 이래로 매년 자발적으로 발

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에 전달했다. 올해 역시 우즈베키스탄, 태국, 

탄자니아 등 15개국에서 온 19명의 ITTP 학생들이 각자 25만 원씩 총 

475만 원의 기부금을 KAIST 발전기금으로 전해왔다. 올해는 잠비아 대

사관에서 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카이

스트 문지캠퍼스에서 기금 전달 및 선물 교환식을 가진 뒤 글로벌 가

든 기념식수 행사로 이어졌다.

한편, ITTP(Global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Technology Program)

는 개도국의 IT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IT

기술과 정책을 전수하는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2006년 2월 설립되었

다. 매년 20명 내외의 해외 IT 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들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IT 교육을 실시한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57개국 140

명의 IT분야 공무원들이 ITTP에 참여했다.

ITTP 재학 외국인 학생 학교 발전기금 전달 

문지캠퍼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 및 기념식수 행사 실시

ITTP 학생들, 2006년 설립 이후 매년 자발적으로 기부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작한 ‘메디톡스 펠로우십’의 첫 시작을 KAIST

와 함께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08 09

기부 이야기 나눔 소식

아름다운 동행행복한 기부



● 지난해 재학생이 창업 수익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

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KAIST 재학생들이 모의주식투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대학 발전기금을 유치했다. 

KAIST는 3월 16일(수) 총장실에서 동부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2015 동부GAPS 투자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학교 발전기금 1500

만 원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 학생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화

제의 주인공은 산업디자인학과 박찬형, 바이오및뇌공학과 송형

규, 전산학부 이준수 학생 등 3명이다. 

‘Kai-Fi’팀명으로 참여한 이들은 78개 대학 280개 팀 가운데 수익

률 우수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국내•외 주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5개월간 투자게임을 진행 후 우승했으며, 개

인별 상금과 함께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송형규 

학생은 “5개월간 시장원리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유익하고 재

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경험도 쌓으며 학교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강성모 총장은 “우리 학

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며 “KAIST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25일 벚꽃이 한창인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2016

학번 1학년 새내기들의 건강달리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새내기들은 대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나노팹센터 – 산업경영학동 – 오리연못 - 후

문 - 아름관 – 사랑관 – 교직원숙소 – 교수회관 – 강당 - 클리닉 

진입로 – 대운동장까지 약 5.0km의 코스를 달렸다. 

새내기 건강달리기는 2016 KAIST Freshman Oblige Project 활동 중 하

나로, 새내기들이 건강달리기, 헌혈, 봉사활동,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인성과 체력을 기르고, 국가에 대한 Oblige(의무)를 실천하

는 인재가 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새내기들의 건강달리기가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건강달

리기에 참여하는 새내기는 가족, 친구, 은사, 지인 등으로부터 최소 3

천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 발전재단에 지정 기부한다. 새내기 건강

달리기에 참여한 류다영, 노유진 새내기와 최민엽, 김세진 새내기는 

서로를 위해 후원해주고 함께 달리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동

기 사랑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후원금은 5월 31일 현재 109

명의 새내기가 438,000원의 기부금을 약정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

금은 다문화가정 및 소외 계층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새내기를 비롯한 KAIST 재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KAIST 건

강달리기대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모의투자대회 우승으로 
대학 발전기금 유치한 학생들

‘제1회 2015 동부GAPS 투자대회’ 우승,

대학 발전기금 1,500만 원 유치 감사장 전달

KAIST 새내기들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

16학번 새내기 ‘KAIST 건강달리기대회’ 참여

소외계층 위해 후원금 기부

故 류근철 박사의 5주기 추모식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선영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강성모 총장 내외, 김수현 발전

재단 상임이사와 발전재단 직원 등이 참석하여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2016.03.08. 故 류근철 박사 5주기 추모식

KAIST 석사 2기 동문들의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KAIST 2기 졸업생 홈커밍데이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동문

들에게 모교의 발전하는 모습과 HONOR KAIST 기부금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04.23. KAIST 2기 졸업생 홈커밍데이

KAIST 주요 거액 기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AIST의 비전과 기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모 총장 내외, 김

학민 감사, 김수현 발전재단 상임이사 내외와 서남표 전 총장 내외, 박병준 회장 내외, 도날드김 회장 내외, 김병호 회장 내외, 이수영 회

장, 조정자 여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2016.05.20. KAIST 기부자 감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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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발전재단 활동나눔 소식



스도쿠는 스위스의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만든 그레코라틴스퀘어를 일본의 퍼즐 회사에서 변형한 퍼즐 게임입니다. 

규칙이 간단하고 두뇌 노화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IQ 148을 위한 스도쿠 문제에 도전해봅시다! (반을 접어 문제를 풀어본 후 정답을 맞혀주세요)

빌 게이츠가 
추천하는 

여름에 
읽기 좋은 
도서 
5권

말랑말랑 뇌 풀기문제, 
스도쿠 챌린지!

세베네브스 (seveneves)  

닐 스티븐슨 (Neal Stephenson)

빌 게이츠가 추천한 첫 번째 도서는 

공상 과학 소설 <Seveneves>이다. 

<Seveneves>는 해커들의 헤밍웨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미스터리 소설 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2015년에 쓴 공상 과학 소설이다.  

10년 넘게 과학 소설을 읽지 않았던  

빌 게이츠는 이 소설을 읽고 공상  

과학 소설(sci-fi)에 대한 흥미를  

다시 찾았다고 전했다.

틀리지 않는 법 (How not to be Wrong)

조던 엘렌버그 (Jordan Ellenberg)

천재 수학자 조던 엘렌버그(Jordan 

Ellenberg)가 쓴 수학 대중서이다. 이 책은 

우리가 수학을 대할 때 느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치밀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보여준다. 

수학서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수학에 대한 책과는 다르게 

재미있고, 잘 읽히고, 쉽습니다.  

엘렌버그의 글은 결국 수학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라고 전했다.

중요한 질문 (the Vital Question)

닉 레인 (Nick Lane)

<The Vital Question>은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저명한 과학저술가 닉 

레인(Nick Lane)의 2015년 작품이다. 

빌 게이츠는 “닉의 저술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밝혀지더라도 그의 

에너지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경쟁력 (the Power to compete)

료이치 미키타니, 히로시 미키타니

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의 창업자  

히로시 미키타니와 그의 아버지이자 

경제학자인 료이치 미키타니의 대화를  

엮은 책이다. 저자들은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수용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추천하며 “히로시 프로그램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사피엔스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빌 게이츠는 마지막 추천 도서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apiens>를 

소개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 많은 

저명인사들에 의해 추천된 <사피엔스>는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을 던진다. 빌 

게이츠는 “멜리다(아내)와 나는 <Sapiens>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사이에 많은 멋진 대화를 오가게 

했습니다”라며 “우리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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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나, 지식을 더하기 이야기 둘, 즐거움을 더하기

즐거움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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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중심에서 세계를 바꾸는 힘,

KAIST 발전기금

■ 약정 방법

 •온라인  http://giving.kaist.ac.kr 에 접속하여 약정

 •전   화 042-350-4500 에 전화하여 약정

 •우   편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발전재단 으로 약정서 접수

 •팩   스 042-350-3500 으로 약정서 접수

 •직접방문

■ 기금용도

■ 납입방법

  위의 약정방법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리은행 270-003359-01-005 (예금주:한국과학기술원) 으로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방문접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납입 후에는 확인을 위해 전화 042-350-4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기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활용됩니다.

지식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석학 연구기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AIST 
석학의 연구를 집중 지원합니다.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 초빙 기금 

국내외 우수한 인적 자원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과 파트너가 되어 뛰어난 

연구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발전기금 

KAIST의 우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용도를 위임한 기금입니다.

최고의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 기금 

인재들이 마음껏 열정과 창의성을 발산할 수 
있도록 최첨단 인프라 및 선진화된 

시설을 구축합니다.

학과/연구실 발전기금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과, 
연구실의 발전을 위한 기금입니다. 

인류를 위한 참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양질의 교육과정과 최고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KAIST. 

KAIST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부자의 사랑입니다. 

KAIST는 전 세계 인류가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문화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급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

고 창조적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기부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기부, 아름다운 동행”

기부에 담긴 따스한 마음과 위대한 뜻에 감사드리고자 KAIST는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AIST에 기부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
구분 예우내용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상

간행물
및

기념품

세액공제용 영수증 발송 ● ● ● ● ●

감사카드(영수증 동봉) ● ● ● ● ●

총장명의 감사편지

(기부 내역 포함)
● ● ● ● ●

국·영자 학교신문

(기부자 명단 게재)
● ● ● ● ●

총장명의 연하장 ● ● ● ● ●

기부자 연례 보고서 ● ● ● ● ●

명절 기념품 ● ● ●

기념일 축하 특별 선물 ●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 ● ● ●

주요행사

약정식 행사 ● ● ●

학위수여식 초청 ● ● ●

교내 주요행사 초청 ● ● ●

종합소득 5,000만원 1억원 5억원

기부액 240만원 600만원 3,600만원

기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다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

1,200만원

(5000만원×소득세율 24%)

3,500만원

(1억원×소득세율 35%)

1억9,000만원

(5억원×소득세율 38%)

세액공제내용 1,200만원-(240만원×15%)=1,164만원 3,500만원-(600만원×15%)=3,410만원

1억9,000만원- 

(3,000만원×15%+600만원×25%) 

=1억8,400만원

세액공제액 36만원 90만원 600만원

세제 혜택 및 예시
개인기부자

3,000만원 이하 15% 세액 공제

단, 소득의 100%까지 세액 공제 한도

3,000만원 초과 25% 세액 공제

법인기부자 소득의 50%까지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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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현황

기부자 명단

기부 건수

총 3,716건

월정기부

3,033건

일반기부

683건

월정기부자

628명

일반기부자

596명

월정기부

157,848,800원

일반기부

2,958,282,243원

기부 금액

총 3,116,131,043원

납입기간 2015년 12월 1일 ~ 2016년 5월 31일

(주)시즈글로벌   (주)유니콘네트웍스   

(주)지에스홈쇼핑   (주)코스모진텍    

롯데케미칼    아토리서치(주)   

엘스비어 한국지사 

AIM43기

강종구 김일만 김종성 김종성 김종현 김주형 김한승

남영미 류기형 박영훈 박진효 송인규 오치범 이용

임재정 전재호 정문정 정순문 하운식 황영석

EMBA11기

강명순 곽형문 김승민 김용철 김인용 김일홍 김준홍

김홍석 배진호 서정인 송주백 오용근 우수화 유영찬

윤한성 이성민 이승율 이연주 임상협 정중훈 정진구

정진수 주철 차동진 최윤석 한재성 현종수 홍상수

경기북과학고 학부모회

강남규 강석호 김기준 김명건 김미경 김연희 김재권

김지수 김지영 김현철 김형진 방희향 성미경 신규남

안병희 유병삼 윤상용 윤진 이연도 정선희 정준호

최은아 추은영 한대우 황광열

경영대학 KCB 좋아요 캠페인

강기철 강문영 강보영 강상국 강영대 고용협 고우화

공정호 권영선 권오규 권오훈 김광선 김덕표 김동규

김동석 김두현 김민기 김범수 김부길 김상협 김선권

김선희 김성엽 김성욱 김성중 김영걸 김영배 김영아

김원식 김은영 김은희 김재철 김정완 김정호 김종남

김종창 김종철 김주인 김주훈 김지수 김태현 김학기 

김행란 김혁순 김형진 남옥향 남흥용 류성한 류혜원 

마민철 마세영 문성훈 문현경 박건수 박광우 박기우 

박기준 박병수 박병호 박상찬 박샛별 박성훈 박수웅 

박영일 박이수 박하진 박효진 배동진 배종태 백윤석 

변석준 서민채 서병기 설순희 성환호 신명철 신상희 

신스캇 신원준 신재용 심영선 안재현 양상근 양성병 

엄지용 염민경 오성지 오원석 유명희 유승오 유은진 

유지찬 윤미자 윤주원 윤태호 이규석 이길형 이문환 

이박 이병식 이병태 이병호 이상원 이세정 이은영 

이익주 이인무 이인선 이재구 이재규 이재성 이재원 

이종열 이지은 이지환 이진영 이찬삼 이찬진 이향숙 

이혜란 이홍열 이희석 인영환 임대기 임태열 임한준 

장계영 장인수 장재승 전수환 전창근 정나래 정순철 

정재민 정지연 정형주 조남웅 조대곤 조두희 조성형 

조은정 주선희 지주희 진병채 차봉수 채승용 최길재 

최서영 최정민 하대일 한상철 한인구 허순영 허준 

허필석 홍인기 홍지중

아너카이스트

안순신 양동열 이인원

♥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강성모 김대수 김도경 김동우 김수현 김은준 김택수

김희탁 박현규 송태호 정기준 정민환 조훈제 최윤경

허훈

(재)카이트창업가재단   (주)대학내일

(주)싸이텍코리아   (주)유니테크

(주)한국항공우주산업   AMP

단하유통(주)압구정   브레인즈스퀘어(주)

양지의원

세종과학고 학부모회

권윤혜 김근희 김승수 김태균 김희욱 노명수 박흥석

손주환 신인철 우진숙 이택원 이환승 임우상 장선미

하상열 미시간치과

양동열기계동문회

김정 김정원 임세영

 ♥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강병훈 강현아 고기형 고정식 김광준 김동철 김동희

김미영 김민후 김상율 김성진 김세윤 김신현 김영배

김영희 김용정 김우연 김원준 김유천 김은성 김일두

김재훈 김준기 김준식 김지한 김진우 김창현 김천곤

김철환 김태현 남윤성 류석영 류제경 민현숙 박민재

박성동 박수경 박영진 박오옥 박인철 박정실 박제균

박주홍 박진아 박현욱 배충식 석상훈 손종우 송지준

신정수 신종화 예종철 오병하 오서희 오왕열 오정표

유장현 유형준 윤종일 윤찬현 이근홍 이도창 이명기

이상경 이수진 이승희 이영훈 이용관 이진환 이창옥

이화정 임대식 임만성 장능인 장세영 장창희 장훈

전상용 전성윤 전종호 전지훈 정세영 정연식 정찬종

조광현 조동호 조승룡 조용훈 진교택 차봉수 최광욱

최덕현 최성율 최시영 최철희 한용만 한재흥 허원도

홍성철 황강욱 황종택

(주)신진기획인쇄사   (주)아이디인스트루먼트

(주)아이투엠   (주)아프리카티비

(주)엔지노믹스   (주)한화 대전사업장

Aeg 27기    SK이노베이션(주)

자연과학    차모임(차봉사모임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한국전력기술(주)

한화케미칼(주)   한화토탈 주식회사

글로벌IT전문가과정

Arongkorn Chuamkratoke  Edward Phillip

Fitsum Gaim Gebre   Ganbaatar Fyeodor

Ismailov Jasur   Joseph Yawson

Lamia Sekkai     Leslie Ching OwTiong

Luitel, Dibakar   Meena Kumari Pradhan

Meshingo Jack    Nantamano Thawarow

Olusola Adeleye Olowolade  Richard Mugisha

Riri Kusumarani    Saidov Jumanazar

Tint Khine     Varney Baffie

Wantana Areeprayolkij

부산일과학고 학부모회

강동현 권윤수 김강민 김근영 김도균 김세형 김수빈

김영기 김원기 김유몽 김한길 김현수 문채환 박경원

박병주 박시환 박정빈 박지훈 배수정 사공철 손재원

안준형 안진웅 윤희진 윤희진 이세연 이소영 이승희

이정래 이진호 임휘준 장은영 전선영 정우현 정윤석

정태욱 조민준 조형준 주강혁 최지훈 최창환 한승헌

허승진 황준일

새내기만 캠페인

강민후 강영훈 강현우 고지훈 김강흔 김경민 김경준

김경한 김근우 김기택 김나영 김다원 김덕영 김도연

김동수 김동현 김민경 김민기 김민아 김민정 김민찬

김병준 김상욱 김상현 김선겸 김선희 김수림 김수현

김승철 김연수 김영민 김재원 김정솔 김준형 김창건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백진해 이용희 황민자

(주)메디톡스

미원상사

미원상사(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미원화학(주) 안양사무소  주식회사 동남합성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문경환 박영훈 서상원 신용철 이광형 이재우 장호남

장홍영 전석우 정재훈 지영석 황성식 Christopher Yang

(재)동부문화재단   (주)대덕과학   

♥ 1억원 이상

(재)우덕재단

(주)엘지화학

(주)코스콤

삼성전자(주)

서울아산병원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기부자 수

총 1,224명

로티플 공동창업자

구경렬 김동주 윤동희 이준기  

이참솔 이현종 장성훈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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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태겸 김태연 김현경 김현빈 김현성 김현웅

김현준 노경근 노경하 도정혁 류혜원 류호선 박광태

박고래프란츠 박기영 박병주 박성원 박순재 박정은 

박종서 박종혁 박주형 박준우 박지훈 박찬용 박찬현

배광탁 배지석 백민기 백진우 서지호 서혜인 성재환

손수연 손유림 송형규 신동혁 신민규 신병철 신원우

신의진 신재웅 신준형 신지훈 심준희 안태균 양민규

양성현 양세린 양승주 양혁준 엄찬영 오동우 우준희

윤동현 윤준우 이건용 이규환 이동현 이민하 이병태

이서영 이수빈 이수형 이예찬 이재철 이종은 이주빈

이주성 이주현 이준수 이준혁 이준호 이지호 이진휘

이찬우 임광혁 임규섭 임기환 장창환 전장식 전정배

전혜주 정도현 정승현 정연수 정재원 정한결 정호준

조용준 차용준 최동호 최민우 최승찬 최용규 최유진

최의현 최일윤 최정수 최지은 최창환 최형식 하진철

한동엽 한승용 한영준 허하영 홍유진 황정재 황현진

인천과학고 학부모회

권순형 김재민 노성우 문우현 안선민 유승현 이건우

이민하 이상현 이정하 이혜원 임윤섭 정현태 최승호

팀카이스트

강철구 구자석 권오억 김관 김기영 김동준 김민정

김양수 김영미 김영한 김재명 김진혁 김찬 김태연 

김헌숙 김현석 김현철 김형근 김호동 마기수 박광용 

박구하 박동창 박민규 박상철 박선동 박승언 박시영 

박영준 박영환 박종인 박지상 박진규 박창수 배한성 

백도현 성기방 손영탁 송봉섭 송재훈 송한주 송현지 

신재광 신창용 심재현 양현기 어홍준 유성근 유영수 

유영준  이승우 이애형 이연희 이용균 이재화 이현우 

임종철 장동현 장수영 장원호 장재영 전상준 전세종 

정경배 정민수  정지훈 조남규 조주현 조현영 진성백 

채수은 최길식 최동규 최선웅 한주희 한태경 홍문근 

홍석인진 홍형철 황성식 

♥ 1백만원 미만

강경호 강명우 강인수 강재승 강제욱 강준혁 강효진

고광수 고동환 고은 곽남규 곽미정 곽시종 구기환

구범우 구윤모 권규우 권길헌 권문정 권상범 권장혁

권지영 권희복 김강욱 김건철 김경일 김경희 김관수

김광화 김근목 김기대 김대성 김도완 김동규 김동원

김명철 김미희 김민경 김별 김병규 김병진 김삼천

김상우 김상욱 김상욱 김석진 김선영 김선희 김성열

김성호 김성호 김성홍 김세동 김세은 김소영 김수용

김억 김연홍 김영길 김영대 김영일 김영진 김영태

김용희 김원섭 김유식 김유청 김윤승 김은경 김은호

김인석 김인수 김인준 김재경 김재현 김정곤 김종성

김준엽 김준호 김철환 김철훈 김탁곤 김태효 김택훈

김한기 김향아 김현미 김현정 김호정 김희술 나누리

남기영 남상현 남세동 남수현 남숙정 남택진 노석균

노세영 노애진 노영우 노현채 류승탁 류시천 리섕

명현 문수복 문영주 문원석 민범기 민혜령 박광영

박기우 박동준 박범순 박병국 박수천 박신영 박인배

박재욱 박재필 박종두 박종봉 박종철 박종호 박찬도

박철민 박철우 박현철 박형수 박형순 박희경 박희숙

방성태 방준영 배상민 배성순 백경민 백승훈 백종철

백중현 백현무 백희숙 변재형 서관석 서명원 서민교

서민수 서용석 서우진 서종환 서호규 서효원 석승재

석현정 성용제 손갑종 손길호 손선권 손성은 손준영

손청기 손형탁 송민효 송섭리 송신애 송원득 송유향

송윤선 송호영 시정곤 신경오 신동희 신서식 신승원

신임휴 신지용 신현정 안신현 양인철 양재영 양찬호

양혁 엄상일 염홍관 오경목 오경숙 오서빈 오세만

오세붕 오일권 옥일석 옥일화 우미자 우성주 우재오

원광연 원방연 원지성 유광선 유동순 유명현 유성희

유승협 유연수 유영돈 유영삼 유오령 유운선 유종원

유진 유철인 유학성 윤달수 윤민한 윤병환 윤여갑

윤재성 윤준호 윤지광 이갑수 이강수 이건표 이경동

이경실 이경율 이광국 이국영 이근철 이기해 이남구

이남희 이덕희 이동만 이동영 이동하 이동훈 이미애

이미영 이방연 이보람 이상동 이상우 이선민 이선우

이성근 이성희 이소윤 이수현 이승환 이승훈 이어진

이영석 이영준 이용남 이용일 이우훈 이은솔 이인무

이인환 이재규 이재남 이재린 이재민 이재우 이재철

이정권 이정현 이정호 이종구 이종윤 이주용 이주현

이준서 이지운 이진숙 이진순 이진이 이창준 이창혁

이춘세 이필승 이한권 이현우 이형석 이효철 이희철

임미경 임세영 임신빈 임영옥 임윤경 임종묵 임춘택

임춘하 임현숙 장기백 장기찬 장동훈 장수일 장시운

장용근 장인선 장현부 전민경 전성찬 전현숙 정경원

정광춘 정권재 정권재 정기륭 정다운 정민주 정병률

정병훈 정봉주 정상원 정상진 정상훈 정선태 정수진

정수현 정승원 정승희 정영욱 정용희 정인덕 정일섭

정정교 정진영 정진왕 정한벗 정현 조계춘 조동연

조민제 조상영 조성덕 조성환 조앵녀 조영준 조은경

조증숙 조형욱 주현 지창운 지헌영 진영철 최기선

최동호 최민석 최병욱 최상민 최상용 최성안 최성진

최성훈 최수용 최영진 최영천 최요섭 최용원 최용호

최우진 최은주 최은지 최일송 최재우 최정길 최종철

최준호 최준환 최형순 추국엽 하정호 하준호 한국현

한규일 한동희 한진희 허희정 현경지 현창헌 홍승표

홍재한 황규환 황복순 황봉익 황영미 황정아

㈜한성기계판매   AIC 29기

Embassy of the Republic of Zambia KAIST 문화행사

신소재공학과   유한책임회사 암브로티아  

장흥한우    창업동아리 SUM   

창의적시스템구현 최세범교수님조

2015년 졸업생

김종남 이용현

2016년 졸업생

권병하 김서경 박찬국 조진삼 최혜승

새내기 건강달리기

강보우 고대력 고승희 권성연 기연진 김다연 김민우 

김세진 김수현 김윤아 김제민 김주원 김지연 김지후 

김채린 김한 노유진 노찬 류다영 류주영 류호연 

박도형 박용준 박인영 박재영 박제준 박준상 박한나 

박현영 배한성 서지훈 송명 송석원 송소정 송지호 

송화영 신동욱 신윤성 신치홍 심성욱 심세훈 안예지 

양수호 엄재희 원준영 원준희 윤효상 이상현 이승민 

이승주 이연수 이용욱 이장민 이정원 이충우 이한영 

임송익 장우진 장재영 정구일 정유리 정재관 정진하 

정현규 정현수 조성훈 조재민 천석범 최민엽 최원준 

한상은 한해윤 한효근 현희나 홍동준 황성하 황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