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를 Re-DIRECT 

하
다

Tel : 02-880-6360 / Fax : 02-875-8860 / E-mail : kang97@snu.ac.kr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http://econ.snu.ac.kr



한국
경제를 Re-DIRECT 

하
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는 한국경제발전과 발자취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경제학부는 각계각층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실물경제를 이끌어 오는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부

는 국내 최고를 넘어 대외 인지도, 사회적 평판, 연구성과의 우수성에서 세계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리더이신 여러분께서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과 경제학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 속에 서울대 경제학부가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세계 최고의 학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경제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었듯이, 

여러분께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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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7.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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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서울대 경제학부

HISTORY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DIRECT

광복 한국전쟁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2차 오일 쇼크 / 새마을운동 88서울올림픽 저성장 / 양극화
WTO가입 / OECD가입

/ 금융실명제 /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1959

무역학과 개설

1961

한국경제연구소 발족

1985

무역학과를 국제경제학과로 개칭

1995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를

통합하여 경제학부로 발족 

2006

BK 21 2단계 사업단 선정 (06-12)

BK 21 Plus 사업단 선정 (13-20)

2018

▶2016년 QS 세계대학평가 경제학

분야 38위 

▶2018년 1학기 기준 경제학 재적생 

수 학부 1282명, 석사 129명, 박사 

62명 

▶교수 35명(외국인교수 3명 포함)

1946

서울대학교 개교

상과대학에 경제학과와

상학과 개설

1975

관악캠퍼스와

사회과학대학시대의 개막 

한국경제연구소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로 승격,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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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수월성

서울대 경제학부는 2013년 Brain Korea 21 Plus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중간 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국내 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경제학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서울대에서 선정하는 세계선도학과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리더

서울대 경제학부 동문들은 각계 각층에서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침체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서울대 경제학부가 다시금 선봉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서울대 경제학부는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 경제학회 청람학술상,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한국경제학술상, 서울대학교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 등의 

수상을 통해 그 실력을 증명하며, 한국 경제학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출어람 
최근 4년간 수능 만점자 중 10명의 학생들이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하

였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등 굵직한 국내 경제학대회에서의 수상을 통해 그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평판, 취업률 등은 국내 최고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해외 학생 확충

서울대 경제학부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지닌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하고 우수한 해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앞장 서 왔

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30위권 경제학과로 발돋움

최근 3년간 서울대 경제학부는 QS 세계대학평가 경제학 분야에서 30위권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우리 학부의 대외 인지도 및 사회

적 평판, 연구성과의 우수성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뻗어가는 학생들
서울대 경제학부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기업, 국제기구 방문을 비롯해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참여를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밑바탕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세계와 어깨를 견줄 연구업적과 교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진의 연구성과와 학계 평판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제학술교류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 

콘텐츠와 교육의 질은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LEADER IN KOREA
대한민국을 이끌다 

PIONEER IN THE WORLD
세계로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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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21
21세기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대 경제학부의 비전

to point out, prescribe, or determine a course or procedure

<DIRECT 21>의 5대 과제

WHAT

H
O
W

WHY

DIRECT 21

Industrial 
  revolution 4.0Development

경제, 복지, 인류 발전

Top

Research

4차 산업혁명과 융합

이론과 현실의 조화

Education
창의 인재 양성

Compass
한국경제의 나침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

국제 수준의 대학원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겸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융합에 기반을 둔 독창적인 커리큘

럼을 개발하고 세계 유수 대학과 견줄만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4차 산업혁

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경제학 융합 교과목 개설, 
Deep Learning과 Big Data 기반 
창의 교육 발굴 및 육성, 
수월 교육을 위한 Honors 
Program 론칭  

국내 최초로 경제학 박사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체계적이고 수월한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서울대 경제학부가 배출한 박사들이 세계 대학에서 강의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국내외 사회경제 현안, 지역사회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국경제 발전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경제 나침반

이 되겠습니다.    

경제학 Core 교과목 체계 혁신, 
박사생 연구 Fellowship 신설, 
첨단 Econ Lab 개설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
 ‘한국경제학’ 

이제 학문간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입니다. 전

통적인 경제학 이론 연구를 탄탄히 하면서 복잡한 현실문제를 제대로 분석

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여 국제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 중심 기관

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융합 연구에 기반한 KoBER
(Korea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추진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인류발전에 기여

하고 서울대 경제학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 인재 초빙 프로그램

융합연구의 메카

한국경제의 나침반

국제 사회 공헌 및 교류

direct / verb /daɪ|rekt

21세기 세계 최고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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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Why 한국경제혁신센터?
‘한국경제학’

기로에 선
한국경제

위기극복 정책을
뒷받침할 한국경제
모형을 정립

한국경제혁신
센터의 시대적 사명: 
‘한국경제학’ 
정립을 통한 한국
경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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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te Collaboration of
Market-Government-Academia

Building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On and Offline Platform for Collective 
Knowledge and Data Sharing

•미국의 NBER와 같이 한국경제혁신센터는 분산된 연구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연구하고 조언하는 
   중추적인 한국경제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정책 제안을 위해 민간기업, 정책관료, 국내외 대학으로 
   구성된 3자 협력 구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미국의 브루킹스와 헤리티지 연구소와 같이 정책 
   및 현장 경험을 가진 정책 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학계가 소통하여 한국
   경제 현상을 이론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과거 경제발전의 경험과 당면 문제에 대해 이론화 
   및 정책화 하여 이를 후발 국가와 공유하고, 나아가 저성장을 경험하는 
   국가들을 상호 비교 연구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파적이
   기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제현상에 대해 접근하여, 기존의 
   연구기관과는 다른 차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IMF, World Bank, ADB와 한국 경제 정책 정례 
   포럼을 개최하고 동아시아 6개국 연구소 공동 심포지엄을 주도할 것
   입니다. 또한 세계적 포럼, 국제 행사 및 학회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세션
   을 조직할 것입니다.  

(Center for Innovating the Korean Economy)

한국경제혁신센터의 3대 비전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p
씩 하락하였고, 이러한 저성장이
지속되면 0%대 성장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 및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분배문제의 악화
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이해를 제고하여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분석의 학문적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 정립을 통한 한국 경제위기 해결

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Re-Direct) 
시키고 분배악화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이고 실증적인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국경제의 고유한 특성까지 고려
한 세계적 수준의  
개발과 정립이 시급합니다.

“한국 경제학” 



한국경제혁신센터의 6대 중장기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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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혁신센터의 조직 및 구성

* 분야별로 서울대 교수 1인과 지방국립대학 교수 1인을 공동 센터장으로 함.

소장

운영
위원회

한국경제
DB센터

시민경제대학

국내외
자문위원회

거시, 금융
인구, 노동
복지, 의료

남북한
경제통합

산업조직,
기술혁신

연구 분야별
센터*

6대 중장기
연구 과제

01

02

03

04

05

06
남북한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정책

한국 경제발전 경험 및 당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의 한국경제학 이론 창출

“선진도상국”함정 회피 및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연구

세계경제 속 한국경제 및 정책

경제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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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구 교류를 위한 최첨단 국제회의실과 컨퍼런스룸

융합 연구 및 교수-학생간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 및 개방형 도서관

서울대 경제학부의 과거와 미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사색의 정원

● 

● 

● 

우석경제관
(지상 5층 1800평 규모)

● 2016년 11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서울대 무역학과 66학번) 100억 원 기부

● ‘한국경제학’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이론화하여 후발국가와 공유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

       당면과제를 엄밀한 이론과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 도출

   ‘한국경제학’

● 

한국경제혁신센터
(지상 6층 2000평 규모)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경제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START NEW HISTORY

주요 한국경제 연구과제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 거시경제 안정화, 경제형평성 제고,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공정거래 및 규제 혁신, 

    남북한 경제통합, 세계경제 속 한국경제 등

연구를 위한 비전

연구의 민-관-학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허브로서 KoBER(Korean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추진



1. 기본정보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2. 약정정보

성명 [회사(단체)명/대표자명]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본 참여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참여도 가능]

3. 납부방법 (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고지사항 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양력

  년         월         일

일시납           년      월      일

분할납           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분납)

음력

우편수령주소

희망사용처

약정금액

경제학부 발전기금 (보통재산) 

연 락 처 직 장 정 보자택

주  소: 휴 대 폰:

이 메 일:

자택번호:

직  장  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직장

동문

학과(특별과정):

입학년도(기수):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농협  079-17-000136

위임 학술 장학 연구 시설 기타　[        　　      　　　　　　　　               　　]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10일 25일 10일 25일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부  서:

직  위:

무통장 입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이 체 일:

자동이체(CMS)

카 드 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결 제 일:

신용카드

교직원 급여공제

지로입금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기타

학부모

정액후원 일금  ₩                            원

정기후원 매월  ₩                            원씩                 년         월부터 정기자동이체

교직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정보 수집 및 제공   

성명, 필수연락처, 필수주소, 약정금액, 납부방식(일시납, 분할납), 기금용도 지정, 기부금 원금 보존 여부,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신용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지로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동문(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학생성명, 학생학부(과), 학생 입학년도), 교직원(부서), 기타, 우편물 수령주소
(자택, 직장), 생년월일,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장명, 부서, 직위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별도 기부자 예우 및 모금 통계

주민등록번호(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목적)

기부금 납부 및 예우·모금통계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필 수 정 보

선 택 정 보

정 보 제 공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근거 : [필수정보, 선택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12조의2등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 및 예우품 발송 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826
문의 : 발전기금(접수) Tel: 02-880-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경제학부(모금 사업) Tel: 02-880-6360,6361

● 기부자 예우
기부 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

우 프로그램(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

이지 sn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 경제학부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
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 비교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모금 안내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오/헌/내/후 기부 방법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285억 원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35억 원

연구 기금  30억 원

학생 지원  30억 원

제휴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오/헌/내/후 모금 사용 계획

개인 기부자 법인 기부자

 구 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성 격

해당기관

개인공제
한도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
성이 높은 단체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소득금액 30%

소득금액 10%

법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3,000만원×100%=3,000만원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1,000만원×15%=150만원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3,000만원×30%=900만원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900만원×15%=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구     분

  소  득  금  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1천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5천만원       6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6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기
부
금
액

1. 온라인 신청: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한 방
   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팩스 발송: 02-875-8860
    사진을 찍어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kang97@snu.ac.kr 또는 1666-2930
    우편 발송: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이메일: kang97@snu.ac.kr

•

•

•

   서울대 경제학부는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오/헌/내/후)”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금을 위해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 위원회(회장: 권오규 전 부총리)를 조직하였고, 

2018년말까지 총 4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금액

에는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기부한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금액은 아래 계획과 같이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 기금, 학생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가장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것이며, 기부하신 분들을 명예의 전당에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