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참여로

한남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부
본관1층, ☎ 042_629-7503, 8099

개교 60주년
한남의 재도약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1.11

“한남사랑 기금” 모금 선포식
일시_2016년 11월 11일(금) 14:00
‘한남의 날’행사 시
장소_56주년기념관 중회의실
참석대상_교수, 직원, 조교, 동문회, 기업체,
유관 기관

개교 60주년
한남대학교
재도약을 위한

한남
사랑
기금
1인1계좌
이상기부하기

모금캠페인

1

·특임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책사업

“한남사랑 기금”모금
추진 계획
1

기획단을 구성함
국책사업

기금 목표액 : 300억원

하는 각종 국책사업에 적극 대응함

목표액 150억

·기간 : 2016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2

·CK-1, ACE, LINC + , CORE, PRIME
연구마을 사업 뿐 만아니라 정부가 시행
·이에 약 150억의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3

계좌 및 기부자 예우

·우리대학의 교내 장학금은 140억원으로
지급률은 16%임

구분

·전국대학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20%로
국책과제 선정 등을 위해서는 4%이상을

60만원

증가시켜야 함
목표액 40억

(1계좌) 이상

·이에 장학금 지급률 4%이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 40억원이 소요됨

600만원
(10계좌)이상

·문과대, 경상대, 법과대(구), 탈메이지홀
등을 신축한지 35년 이상 된 건물로서 냉·
교육시설개선

6,000만원
(100계좌)이상

난방 등 열에너지 손실이 큼. 특히 벽면,

기부자 예우

공통

- 한남대 후원회 가입

야기 시키고 있음
·따라서 35년 이상 된 건물의 리모델링 및
공과대 등 시설개선사업은 시급한 실정
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 80억이 소요됨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법,
학습법 개발에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연구

·향후 인센티브 5%를 7%로 상향 조정

·교육과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취업 교육

- 자녀 입학시 장학금 지급

·대학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정원의 감소 등 대학여건

- 실습실(취업준비실) 네이밍

- 기념품 증정

변화에 따른 대학재정 감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

- 명예의 전당 등재

- 매년 소식지 발송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자녀 입학시 장학금 지급

- 매년 감사편지 발송

- 명예의 전당 등재

2

- 홀 네이밍
- 자녀 입학시 장학금 지급

세부 추진계획
1

총장 자문위원회 구성

2

한남대학교(총장) 후원회 구성

3

총동문회, 학과동문회, 특수대학원동문회 협력

4

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이 소요됨

교수 및 직원 후원
- 1인 1계좌 이상 기부하기
- 교무위원 1인 5계좌 이상 기부하기
-‘한남사랑 기금’모금 선포식 참여

교육 등 교육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한
·따라서 ACE사업(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향

기대효과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구성원, 동문, 학부모, 교회, 기관,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함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신앙교육, 글로벌리더십
투자가 필요함

취지

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 발전의

강화 및 인문소양 교육 강화가 요구됨
목표액 30억

·현재 규정에 따라 기금 5백만원 이상 유치할 경우 1건당
인센티브 5%를 1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

·개교 60주년을 맞은 한남대학교가 다가올 100년을 준비
하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년1회 후원의 밤 행사

창틀의 누수는 강의환경에 큰 문제를
목표액 80억

기금 유치
인센티브제 활성화

하고자 함

분야별 목표액

장학금

3

5

교계 및 가족기업 협력

6

퇴직 교원 및 직원 후원

확대
7‘한남사랑 후원의 집’

·개교 60주년을 맞는 한남대학교의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홍보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확대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