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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대학의 화두이자, 창조적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던져야 할 근원

적 질문입니다. 그동안 경희는 ‘학문과 평화’,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대학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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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위한 대학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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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필요로 하는 대학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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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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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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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게렛은 미국의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AS) 부소장으로 있으면

서 기금 모금 전략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홍보 기획 전문가이다. 그는 고등연구소가 탁월

한 연구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선도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고등연구소 부소장을 맡기 이전에는 40여 년 동안 미국의 유수한 교향악단에서 발전 기

획, 마케팅을 담당해 왔다. Saint Louis 교향악단 개발처장, San Francisco 교향악단 개발처

장을 역임하였고, 1993년부터 10년 가까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수석 부사장으로 자원 관리와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이곳에서 그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마케팅, 소통, 티켓 판매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연중 기금 모금, 특별 

인수, 기부금 개발, 기획 기부, 정부보조금,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책임졌다. 또한 공연장 

개축과 심포니센터 건립을 위해 1억 1,2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2002년부터 컨설팅 회사인 Charles R. Feldstein and Company의 부사장으로 위촉되어 

2005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게렛은 카네기홀에서 개최되는 북미 오케스트라 축제와 프린스턴대학교 콘서트위원회의 

이사이며, 프린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고문 이사이다. 그는 프린스턴대학교 동문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며, 성공회 자선사회봉사 이사회장, 주 시카고 프린스턴대학교 클럽 

회계, 캘리포니아 교향악단협회 회장과 명예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번 초청 특강에서는 고등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기금 모금 홍보 노하우를 공개

한다.

1969년 Princeton 대학교 심리학 학사

1971년 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 고등교육행정학 석사

1970~1974년  Vassar College 입학관리부처장

1974~1977년  Yale 대학교 동문기금 이사회 총무

1977~1979년  Saint Louis 교향악단 개발처장

1979~1981년  John Carroll 대학교 입학관리처장 겸 재정지원처장

1981~1993년  San Francisco 교향악단 개발처장

1993~2002년 Chicago 교향악단 자원 관리 및 기획 담당 수석 부회장

2002~2005년 Charles R. Feldstein and Company 부사장

2005~현재  고등연구소 부소장



마이클 게렛  고등연구소 부소장

6월 25일(화)

14:00~15:30
고등연구소 운영 현황과 기금 모금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 Fund-raising) 오비스홀 

111호 

15:30~16:00 Q & A

6월 26일(수) 15:00~16:30 기금 모금 관련 초청 간담회
본관 2층 

대회의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세계적인 학술기관의 리더를 초청해 강연, 대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술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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