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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주도하는 첨성인, 세상을 선도하는 경북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그 곳에,
KNU의 미래가 함께합니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큰 인재의 꿈을 키우는 터전입니다.

KNU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1953년 130여 평의 작은 목조건물에서 출발한 경북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의 다양한 학술정보와 디지털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연구·학습을 지원하고 편안한

큰 인재의 큰 꿈을 키우기 위한, 대학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Learning Commons 라운지
휴식과 사색,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 문화적 체험이 공존하는 지식창조공간을 지향합니다.
1. U-Lounge
2. I-Zone(Information Zone)

하지만 2018년 개관 65주년을 맞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은

3. S-Lounge(Student Lounge)

긴 세월을 거치며 건물과 설비들이 노후화 되어

4. B-Zone(Brainstorming Zone)

4
B-Zone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큰 그릇으로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북대학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ICT 기반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습 및 연구 공간!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업의 커뮤니티 공간!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복합문화 공간!
대한민국 미래 큰 인재를 키워가는 곳,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에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경북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에 힘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1
U-Lounge

동판에 깊게 새겨져 도서관 이용자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3
S-Lounge

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경북대학교 총장

2
I-Zone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U-Lounge

I-Zone (Information Zone)

온라인 공개강좌,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학습활동, 문화체험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컴퓨터, 노트북과 같은 IT기기 활용 및 영상물 제작·편집 공간

① 스마트 러닝 룸

①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존 : 다양한 정보를 탐색, 분석, 평가, 종합하는 정보활용 공간

•온라인 공개 강좌 학습 / 자기주도적 학습 / 온라인 컨텐츠 학습 가능

② 커뮤니케이션 룸 : 자료 열람, 협업, 토론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정보취약계층인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

③ 지역주민룸 : 정보취약 계층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료열람 및 학습공간

② U-Connect 존 : 노트북, 태블릿 PC,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공간

④ 영상편집실 : UCC 등 영상물 제작 및 편집 공간
⑤ 스타트업 룸 : 창업 활동 룸
⑥ 개인열람실 : 정보 탐색, 개인 학습 및 휴식공간
⑦ U-Connect 존 : 노트북, 태블릿 PC,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공간

➊ 스마트 러닝 룸

➋ U-Connect 존

➌ 지역주민룸 ➊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존 ➐ U-Connect 존 ➋ 커뮤니케이션 룸 ➏ 개인열람실

➍ 영상편집실
➎ 스타트업 룸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네이밍 안내

S-Lounge (Student Lounge)

B-Zone (Brainstorming Zone)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 휴식과 사색, 소통과 협력의 지식창조공간

책과 함께하는 자연 감성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① 2~4인용 스터디룸 : 소규모 학습, 협업 및 토론공간

① 북갤러리 : 교수저서, 신간, 베스트셀러, 수업 교재와 같은 다양한 책을 전시하여

② 창의마루 : 자유로운 소통, 편안한 휴식, 사색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활동에 도움을 줌

③ U-Connect 존 : 노트북, 태블릿 PC,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공간

② 독서토론 룸 : 독서 후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④ 카페 :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로운 토론과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공간

➌ U-Connect 존

➊

➍ 카페

➊ 북갤러리

2~4인용
스터디룸

➋ 독서토론 룸

➋ 창의마루

함께 크는 지역사회,
당신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무들이 모여 큰 숲이 됩니다.
당신의 큰 뜻을 기다립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기부자의 이름이

기부 네이밍(Naming) 안내

현판에 새겨져 경북대학교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Zone별 기부
면적

기부액

U-Lounge

Zone 명칭

630㎡

600,000,000원

I-Zone(Information Zone)

790㎡

700,000,000원

S-Lounge(Student Lounge)

438㎡

500,000,000원

기업(주)

홍길동

●실별 기부

약력:

실 명칭

네이밍(Naming) 예시
I-Zone 스타트업 룸

면적

수량

실당 기부액

스마트 러닝 룸

33㎡

1

40,000,000원

스마트 러닝 룸

18㎡

2

20,000,000원

스마트 러닝 룸

3㎡

10

3,000,000원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룸

21㎡

3

25,000,000원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룸

14㎡

7

15,000,000원

커뮤니케이션 룸

30㎡

1

35,000,000원

지역주민 룸

14㎡

2

15,000,000원

9㎡

2

10,000,000원

스타트업 룸 및 영상편집실
스터디룸

13㎡

1

15,000,000원

스터디룸

7㎡

7

10,000,000원

●기부방법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약정
계좌입금 : 신한 100-000-514137 / 대구 218-10-000494 / 농협 1456-01-000098 (예금주 :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지원대상 :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경북대학교 발전기금(053-950-6079, http://fund.knu.ac.kr)
U-Lounge 스마트 러닝 룸

S-Lounge 스터디룸

| KNU 중앙도서관 기부에 동참해 주시면 명예의 전당 입성 등 경북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자와 동일하게 예우해 드립니다.|

늘 새로운 KNU
당신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합니다!

KNU.AC.KR

대구캠퍼스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TEL. 053.950.5114
상주캠퍼스 37224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TEL. 054.532.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