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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의 화두이자,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던져야 할 근원

적 질문입니다. 지난 4년, 경희는 ‘학문과 평화’,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대학다

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해왔습니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더 나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대학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새 시

대가 필요로 하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대학

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꿈을 공유해야 하는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

엇이고, 문명사적 전환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창조적 혁신을 통해 대학

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외 학술기관의 리더를 모시고, 이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

치, 발전전략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참다운 명문대학의 길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창조적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자리를 함께해 더 나은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열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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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펑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QS 아시아 대학순

위(Asian University Rankings)에서 홍콩과기대를 1위로 이끈 전문행정가이다. 홍콩

과기대를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올려놓은 그는 대학의 학문 발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 대학의 

고위행정가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대학 발전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실적 기준 및 데이

터를 활용하여 계획 실행 과정상의 제도적 효율성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대학의 국제순위를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홍콩과기대 기획처장직을 맡기 이전에는 싱가포르 경영대학(SMU)에서 전략 기획 및 

품질보증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정보시스템학부 겸임교수와 최고정보책임자(CIO) 

실장직을 맡은 바 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인력부(MOM) 부과장으로 일하면서 전사

적 기업 IT 변화를 주도하였다. 정보통신개발청(IDA)과 국가전산원(NCB)에서 고위직

을 역임하면서 정부 차원의 고급 IT 기본설계 개발에 참여하였고 금융, 의료, 브로드

밴드 및 디지털 미디어산업에 걸쳐 다양한 국가적 IT 기초 계획을 수립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전자정부 기획, 기업경영, 기술적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

한 정부 T/F팀 및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지식관리 및 비즈니스 인텔

리전스(BI)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세계적 잡지에 게재하였으며, 여러 학술대회에서 관

련 연구성과물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는 고위급 국제전

략적 대화의 의장을 맡아 국제화, 품질보증, 브랜드 포지셔닝 등의 주제를 다룬 경험

이 있다. 현재 홍콩에 위치한 영국 국제학교(ESF)인 클리어 워터 베이 초등학교 평의

회 회원, 대학입안협회(SCUP) 및 대학교육연구회(AIR) 회원이자 아시아 태평양 품질 

네트워크(APQN) 등록컨설턴트이다. 

연구 개발 경력으로는 미국 피츠버그 필드로봇틱센터(FRC)에서 로봇식 시스템 및 

MEMS를 연구·개발 하였다.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심리학을 복수 전공하

였으며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번 초청 특강에서는 홍콩과기대의 비약적 성장 요인을 소개하고, 교무·연구 정책을 

비롯한 분야별 주요 사업,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 재정 확보 및 

경영 노하우를 공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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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세계적인 학술기관의 리더를 초청해, 강연, 대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술기관이  

독창적으로 축적해 온 대학 운영 철학과 비전, 거버넌스, 발전 전략 등을 경청해, 경희의 미래전략 수립에 참조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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