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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연구대학을지향하며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1946년개교한이래여러가지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나라의산업과

경제발전을주도적으로이끄는고급인력을양성하는교육·연구기관으로꾸준히발전해왔습니다. 

1986년공익법인재단설립이후2019년현재까지글로벌리더공과대학으로의

도약을위해필요한재원을확충하고자기금모금을위해힘쓰고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소중한기부금을쾌척해주신4,000여명의

기부자분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기부자님들의성원과공과대학의노력에도불구하고

세계정상의공과대학으로도약하기에는아직도어려움이많습니다.

계속적인모금운동으로공학교육강화및연구활동지원등을위해

더욱활발한지원사업을전개하고자합니다. 

장학금, 학술연구지원, 도서확충, 국제교류, 각종시설및

연구기자재마련등에사용될여러분의후원금은공과대학

발전의밑거름이될것입니다. 우리대학을후원해주시는

자랑스러운여러분의이름과유지는계속기록하고보관되고

있으며, 향후발전에도중요한지표가될것입니다.

여러분께서서울대학교공과대학의새로운도약을

위해발전기금모금활동에적극참여하여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리며, 하시는모든일들이

번창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차 국 헌

서울대학교공과대학학장

재단법인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이사장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이우리나라공학(Engineering)의새로운지평을열어갑니다. 우리나라산업발전을이끌어

온자부심으로, 창의적인재를양성하고, 첨단연구를선도하며, 산업발전에비전을제시하는글로벌공학리더로

도약하겠습니다. 

23위

화학공학

30위

토목·구조공학

33위

건축학

27위

전기·전자공학

45위

컴퓨터공학·정보시스템

24위

기계·항공공학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공학·기술분야

(재)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주신 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6년~2019년 3월 현재 기준)

공학·기술분야별 순위
(2019년 QS세계대학평가)

(2018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교수 234 부교수 60 조교수 21

교수 Faculty members

315명

6,152
학생

학사 3,669 석사 1,545 박사 938

Students

명

성과

석사 졸업생 수506 박사 졸업생 수442

특허등록430

Achievements

SCI논문1,520

28위

개인 기부자4,003명

법인 기부자445곳

총 모금액

722억원



공과대학목적사업기금

장학·학술·연구·
도서 지원 기금

문화 및 교육
행사 지원 기금

교육환경 및
인프라 개선 기금

공학 활동
포상 기금

학부·학과 및
동창회 지정 기금

공과대학 사용용도
지정 기금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GLP(Global Leadership Program)기금

공대동창회모금운동으로조성된‘Vision

2010’사업기금으로학생들의해외활동을

통해 공과대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안목을지닌글로벌리더를육성

하기위한학생해외파견지원기금입니다. 

학생창업지원기금

꿈과비전그리고새로운생각을가지고

공학기술과선구자정신을실현하여세상을

변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학생들의창업활동, 창업자및창업기업을

지원하기위한기금입니다. 

유회진학술정보관시설기금

故유회진동문께서출연한기금으로신축

된 학술정보관 내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 기반시설 및 학생 복지

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미래 인재를

지원하기위해장학·학술·연구·도서를

지원하는기금입니다. 

공과대학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공과대학구성원이참여하고서로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

하는기금입니다. 

공과대학의 교육, 연구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기위한시설기금으로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신축,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에 대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 명칭을

지정하고 각 시설 및 건물에 기부자의

성명을새겨영구히보존해드립니다.

공과대학교수및학생들의연구활동과

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원하는기금입니다.

(예: 공과대학발전공로상, 훌륭한공대

교수상, 신양학술상, 신양기술상, 신양

신진학술상, 이중한상등)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각 학부·학과 및

동창회를 특별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금으로장학, 연구, 문화교육, 기관운영,

도서, 시설, 기자재, 국제협력등의사용

용도를지정하여출연할수있으며,해당

학부·학과 및 동창회로 사용용도를

위임하실수있습니다.

장학, 연구, 문화교육, 기관운영, 도서,

시설, 기자재, 국제협력등의사용용도를

기부자가직접지정하여출연할수있으며,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의교육, 연구활동

전반을지원하는사업에유연하게활용

될수있도록사용목적지정을공과대학에

위임하실수있습니다. 



서울대공대 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를 통해서 학부(과), 기관,

동창회등의요청에따라다양한기부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나의 기부 프로그램 만들기’란, 기부자 혹은 학부(과)·연구소 등의 기관이 기부 캠페인의 주체로서
기부금의 사용용도 지정, 기금 명칭 결정 및 기부 캠페인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공대 교육연구재단 홈페이지(http://engerf.snu.ac.kr)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던 마음을

뜻이 맞는 다른 기부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의 용기로 시작 된
나눔은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공과대학 학생들은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여 향후 타인을 위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모여 큰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듯,

기부자님의 용기 있는 마음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여성공학인

네트워크(WINNS) 지원기금

공대여성동문들이네트워크구축을통해

경력개발을도모하고후배양성및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전개하기위한기금

에너지자원

국제인력양성장학금

에너지자원공학과연구역량강화및자원

부국의네트워크강화를위해해외인재

유치를지원하는장학금

공과대학

김태영장학금

실험 중 불의의 사고로 타계한 원자핵

공학과故김태영군의학문에대한열정과

그뜻을기리기위해조성된장학금



※기부자의의사에따라기금명칭을지정할수있습니다.

※시설물기부의경우각시설에기부자의성명을새겨영구히보존해드립니다.

※기부금약정식및전달식은기부자의의사에따라진행됩니다.

※공과대학주요행사초청대상은상황에맞게조정될수있습니다. 

2012년부터본재단은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동일한법정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는기부금단체에속하게되어,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동일한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또한개인의경우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출연하신내역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누적출연금액
예우내용

소득공제용법정기부금영수증발행, 감사의편지발송, 공대교육연구재단홈페이지와

공과대학건물전자게판에출연자성명게시, 서울공대지에출연자성명수록

건물벽면명예의전당에출연자성명영구보존

기부금약정식및전달식

명절선물발송

서울대학교달력발송

역사홍보관아름다운기부명판에출연자성명영구보존

기부자 VIP 카드발급 : 음식점할인혜택

(공과대학입점음식점락구정, 라쿠치나, BBQ 이용시 10%)

기부자예우공통

공과대학주요행사초청

1백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기부금유형 내용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 법인세법제24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공익성이

높은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소득금액

100%

개인

소득금액

50%

법인

개인소득을

출연하는경우

연말정산또는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및 제88조4항)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손비처리인정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유증, 사인증여에의한기부나상속자가상속재산을기부하는경우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1항)

상속재산을

출연하는경우

법인소득을

출연하는경우

••••

••••

••••



재산현황

연도별모금현황

사업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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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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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22억 23억 19억

12억

2억 5억 2억
2억 0.6억

0.4억

기본재산 보통재산

연구

장학금

교수지원

국제협력

공대발전사업

인프라개선

기관운영지원

교육연구활동

50 10

2억

5.5억

0.7억

3억

0.5억

5.5억

3억

9억

1년간

30억 지원총

구분 금액

기본재산
(원금보존)

227억

보통재산
(원금사용)

55억

합계 282억

기본재산

원금에서발생하는이자를사업용도에지원

보통재산

원금전액을사업용도에지원

(2018. 12. 31. 기준)

(2018. 01. 01. ~ 2018. 12. 31. 기준)



아낌없는후원을해주신출연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부자전체명단은서울공대지와 (재)서울대공대교육연구재단홈페이지(http://engerf.snu.ac.kr) 및공과대학건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성명은 공과대학 39동 2층 명예의 전당 명판에

영구보존하고있습니다. 

박희재

김정식(전자공학과56년졸업)

(재)해동과학문화재단

(재)DB김준기문화재단

삼성전자㈜

최고산업전략과정동문일동

남정현

일진전기㈜

오병환

제일모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재)신양문화재단

㈜동진쎄미켐

지에스칼텍스㈜

㈜만도기흥중앙연구소

㈜진성티이씨

공병채

故박민호

이달우

대덕전자㈜

이흥복

한화케미칼㈜

Boe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네이버㈜

ENNOTANK 2018 후원기부자일동

윤장섭

황창규

삼호개발㈜

이성희

임광수

정석규

한국수력원자력㈜

엘지전자㈜

김영재

일진경금속㈜

㈜대우엔지니어링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문일동

(재)기초전력연구원

(사)미국선급협회한국분사무소

㈜센벡스

SK텔레콤㈜

㈜유풍

일진소재산업㈜

하이에어코리아㈜

한영자

김유현

이의범

현대그룹

김문한

서울대공대동창회

㈜한국해사기술

이종협

이용경

㈜일진유니스코

서울대공대화학생물공학부동문일동

한미글로벌㈜

삼화모터스㈜

최고산업전략과정37기동문일동

서울대공대60년입학동기회

컴퓨터공학동문회

서울대공대62년입학동기회

삼성물산㈜건설부문

두산인프라코어㈜

㈜디피아이

김대천

조필제

모토로라반도체통신㈜

김성중

한화석유화학㈜

최정욱

한만엽

조창걸

김국화

권욱현

윤인섭

(재)장은공익재단

(재)정헌재단

㈜LG화학기술연구원

㈜만도

최고산업전략과정36기동문일동

백윤흥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동문일동

㈜유신코퍼레이션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김춘길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장승필

김연호

설승기

서울대공대65년입학동기회

건축학과 11회동문일동

맹섭

김재학

서울대공대66년입학동기회

권오준

김정식(건축학과 58년졸업)

김원찬

오병태

서울대공대63년입학동기회

박진수

양윤홍

고려아연㈜

유니슨산업㈜

㈜밀레니엄포스

㈜센트럴시티

㈜코코링크

한국코트렐㈜

㈜그룹원

김명돈

김범수

김충기

서미강

故설학인

서울대공대 15회동기일동

서울대공대59년입학동기회

서울대공대61년입학동기회

2019년 3월기준(1억원이상누적출연금액순)

※누적출연금액3억원이상법인

(재)해동과학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