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교 70주년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미래를 여는 오늘의 가치



Road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새롭게 열어 갈 하늘길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교로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꿈꾸는 미래를 열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길

미래를 열다

The K     Dream

1952년, 빗발치는 총포를 피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조차 없던 때에

창공을 가르며 새 시대를 날아오를 

주역들이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창공의 꿈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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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항공분야의 미래 실험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드론, 항공기, 항행시설, 공항정책 등 항공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항공 R&D 센터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의 새로운 랜드 마크이자 

대한민국 항공분야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차세대 항공우주 리더들의 새 둥지

토론형 수업에 적합한 강의실에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영상 및 음향 장비를 도입하여 차세대 리더들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낡은 건물 내·외부를 새 단장하여 누구나 오고싶은 캠퍼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미래를 밝히는 불빛

2018년 기준 가계소득 2~4분위 학생 353명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17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여 꿈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가계소득 0~1분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이미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 R&D 센터 
건립 기금

캠퍼스

 리모델링 기금

장학기금

The K Club

2022년, 한국항공대학교가 

7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대학을 아끼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기부자님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영광에서 내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The K Club에서 

함께 비상(飛上)해 주십시오.

●

The K Club은 한국항공대학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성숙한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기부자 모임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찬란한 유산

개교 70주년 발전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건축기금

50억 원

항공 R&D 센터 건립 및 
캠퍼스 리모델링

장학기금

20억 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제공

 
 

발전기금

70억 원

개교 70주년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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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 Club 예우 안내

디지털 도너스월(Digital Donor’s Wall) 등재

박물관 무료 출입

도서관 무료 출입 및 대출

기부금 영수증 및 감사서신 발송

정기간행물 배송

학교 신년 달력 배송

연하장 발송

명예헌정

아날로그 도너스월(Analogue Donor’s Wall) 등재

기부금 전달식 개최

홈페이지 기사 게재

언론 보도자료 발송 (1억 원 이상 기부자)

총장 초청 특별 만찬 초청

경조사 예우 (5,000만 원 이상 기부자)

명절 선물

경조사 화환

교육비 감면 (5,000만 원 이상 기부자)

특수대학원 등록금 50~100%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50~100%

평생교육원 수강료 50~100%

교내시설 무료 대여

대강당 및 강의실 사용 

기본 예우

1,000만 원 이상 기부자 특별 예우

개교 70주년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후학 양성을 넘어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The K Club에 주어지는 예우입니다.

The K Club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 후원자

The K Honors Club

누적 기부금 

1,000만 원 이상 후원자

The K First Club

누적 기부금 

100만 원 이상 후원자

The K Pride Club

The K Club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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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 Club 기부자 예우 상세 안내

※ 모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감사서신, 정기간행물이 발송됩니다.

구분 예우 내용

The K Pride Club The K First Club
The K 
Honors
Club

100만 원

이상

(1년)

500만 원

이상

(3년)

1,000만 원

이상

(5년)

5,000만 원

이상

(10년)

1억 원 

이상

(평생)

감사인사

학교달력 및 연하장 발송 ● ● ● ● ●

총창 초청 특별만찬 ● ● ●

명예헌정

디지털 도너스월 등재 ● ● ● ● ●

아날로그 도너스월 등재 ● ● ●

홈페이지 기사 ● ● ●

기부금 전달식 개최 ● ● ●

언론보도자료 배포 ●

경조사

예우

명절 선물(연2회) ● ●

경조사 화환

(본인 및 직계가족, 연1회)
● ●

학교이용

편의제공

박물관 무료관람

(본인 및 직계가족)
● ● ● ● ●

도서관 출입 및 대출(본인) ● ● ● ●

교내 시설 무료 대여

(본인, 연1회, 한 달 전 예약)
● ● ● ●

교육비

감면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1회)
●

(50%)
●

(100%)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1회)

●

(50%)
●

(100%)

특수대학원 등록금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1회)
●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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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 

Naming

●

네이밍(Naming)은 기부자님의 존함과 철학을 

캠퍼스에 새겨 길이 기억하는 최고의 기부자 예우입니다.

가치와 철학이 

꽃피는 캠퍼스

그 위에 

가장 빛나는 이름

후학이 걷는 길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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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의자 100만 원 이상

•  대강당 의자 150만 원(B석) 이상~200만 원(A석) 이상

•  벤치 500만 원 이상

•  강의실 명패 5,000만 원 이상     

모교에서 받은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김◦◦ 항공기계공학과 76 ‐ 

항대인의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70년을 열어갑시다!

‐ 박◦◦ 항공전자정보공학부 교수 ‐ 

사랑하는 딸 은영의 
항공대 입학을 축하하며… 

‐ 이◦◦ 항공운항학과 18 학부모 ‐

한국항공대의 새로운 
비상을 기원합니다.  

‐ ◦◦ 항공 ‐

 ※ 명패 내용은 ‘성함/전공/입학년도와 20자 이내의 메시지’이며, 명패는 5년간 보존됩니다.

기부 금액별 

네이밍 예우

학생들이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강의실과 대강당,

휴식과 소통의 공간인 캠퍼스 벤치에 

기부자님의 존함과 이야기를 
길이 남기겠습니다.

대강당

강의실

캠퍼스 벤치

강의실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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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박물관

지역사회에 

한국항공대와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관람객

연간 진행 프로그램

30,860 
명

6,425 
개

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누적 교외장학금 수혜학생

누적 교외장학금 수혜금액

51,647 명

77,239,529,000 
원

제2생활관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학생 수

규모

1,000 
명

2인실
 29실, 4 

인실 46 
실

강의동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 수업 시수

연간 이용 학생 수

21,461 시간

21,012 
명

※ 2000년 이후 기준

※ 2017년 기준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를 사랑하는 기부자들이 만들어온 

변화를 소개합니다

We Are Proud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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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

높은 하늘을 거침없이 가르는 송골매처럼

한국항공대학교는 변혁의 시간을 헤쳐 왔습니다.

70년의 가치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당신의 이야기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이강웅 ‐



한국항공대학교 기부자 예우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학발전기금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대학발전기금실

Tel. 02-300-0045   E-mail. fund@kau.ac.kr 

Website. www.kau.ac.kr/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